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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과실류의 곰팡이독 Patulin 생산균주 모니터링, 

기능유전체 DB 구축 및 미생물 제어 기술개발

Monitoring, genomic study and control of patulin producing fungi 
in Korean frui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pply irradiation technology for the degradation 

of patulin from apples and apple juices by investigating their physical, 

mechanical, biological, and pharmacochemical properties in view of potential 

uses in the bio-industry. The patulin producing fungi was separated from in 

Korean apples. Totally, 16 morphological types of fungi were isolated from the 

apples and a patulin producing fungi was identified. The identification was 

based on a sequence analysis of the region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s 

(ITS5-5.8S-ITS4 region, 505 base pair) and the 26 rRNA D1/D2 region (527 

base pair), and a morphological analyses were performed too. The isolated 

patulin producing fungus was found to a represent species of Penicillium 

crustosum. The maximal patulin production activity of the isolated fungi (P. 

crustosum) and the patulin producing standard strain (P. griseofulvum, ATCC 

46037) in a SY broth medium were 0.32 mg/L and 2.46 mg/L, respectively. 

The effect of a gamma irradiation on the prevention of breeding a 

patulin-producing fungi and reducing a patulin content was evaluated in an 

apple model system. Penicillium griseofulvum, a patulin-producing standard 

fungi strain was artificially inoculated into apples and a gamma irradiation was 

performed. The D10-values of the conidia of P. griseofulvum in an aqueous 

suspension and the apple model system were calculated at 0.28 and 0.48 kGy, 

respectively. The viable cell counts of the inoculated conidia in the apples 

showed 2 decimal point reductions at a dose of 1 kGy. Breeding and growth of 

the survived conidia was prevented during 10 weeks of a post-irradiation 

storage period, especially at 4℃ The concentration of patulin in the 

non-irradiated apples was gradually increased and reached about 950 ppm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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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nd 410 ppm at 4℃ but the production of patulin was not observed during 

a storage after 1 kGy of a gamma irradiation.  

Patulin producing activity of Penicillium crustosum, an isolate from Korean 

apples, in some broth culture media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patulin producing standard strain P. griseofulvum ATCC 46037. The maximal 

patulin production activity of P. griseofulvum ATCC 46037 was 2,029~2,829 

ppm in a 5-GYEP, SY and MEB broth medium. The patulin-producing activity 

of the isolated fungi (P. crustosum) reached up to 2,794 ppm in a 5-GYEP 

broth medium, while those of SY and MEB media reached to 324 and 11 ppm,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ycellial growth 

and patulin-producing ability in both of P. crustosum and P. griseofulvum 

ATCC 46037. The patulin production of P. griseofulvum was practically induced 

in the wide pH ranges of 3.0~11.0, while that of P. crustosumwas induced in 

the acidic range of pH 3.0~5.0. The patulin production activity was dependent 

on the carbon sources of media and the maximal patulin production of P. 

griseofulvum ATCC 46037 and P. crustosum was observed in the media 

containing glycerol and fructose, respectively.

The effects of organic acids, amino acids and ethanol on the 

radio-degradation of patulin by gamma irradiation in an aqueous model system 

were investigated. The patulin,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at a concentration 

of 50 ppm was practically degraded by the gamma irradiation at the dose of 

1.0 kGy, while 33% of the patulin was remained at apple juice. The 

proportions of remained patulin after irradiation with the dose of 1.0 kGy in 

the 1% solution of mal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ascorbic acid 

and ethanol were 31.4%, 2.3%, 31.2%, 6.1%, 50.8% and 12.5%, respectively. 

During 30 days of storage, the remained patulin was reduced gradually in the 

solution of ascorbic acid and malic acid comparedto stable in other samples. 

The amino acids; serine, thereonine and histidine inhibited the 

radio-degradation of patulin.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1 kGy of 

gamma irradiation (recommended radiation doses for radicidation and/or 

quarantine in fruits) is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patulin, but the nutr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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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radio-degradation effects are 

environment dependant.

The effects of a gamma irradiation on the physio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pple was investigated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and 25℃ The contents of total and reducing sugar were analyzed and 

results indicated that 1 kGy of gamma irradi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n sugar contents compared with non-irradiated control. The 

physiological activity was evaluated by detection of total phenolic compound 

and flavonoid content, reducing power and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gamma irradiation at a dose of 1 kGy did not affect 

physiological activities. Whether the apples were irradiated or not, the changes 

of physical parameters such as weight loss, strength, cohesiveness and 

hardnes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period were temperature-dependent. 

The color and sensory acceptances of the apples were not affected by the 

irradiation in the condition of cold storage. However, there is a littl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color and sensory acceptances of the irradiated 

apples in the condition of ambient storage. Finally, gamma irradiation dose 

(1kGy) not affect stability of the nutritional contents, functional propertie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pples, especially in the condition of a cold storage 

after a radiation treatment.

The degradation condition characteristics of patulin in apple juice and 

functional prpperties of corresponding condition were monitor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Mimimum residual patulin content of 48.42 ppb 

was obtained at temperature 18.19 ℃ gamma irradiation 1.24 kGy, and storage 

period 13.42 day. At the temperature, gamma irradiation, and storage period of 

14.40 ℃ 0.78 kGy, and 3.40 day, respectively, maximum total phenol content 

was 11.981 mg/g. Maximum vitamin C content was 8.11 mg/100g at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and storage period of -7.01 ℃ 1.44 kGy, and 

18.87 day, respectively. Overall acceptability showed maximum of 6.75 at ratio 

temperature of -6.02 ℃ irradiation dose of 0.10 kGy, and storage period of 

13.3 day, respectively. Based on superimposition of four-dimensional RSM with 

respectto residual patulin, total phenol content, vitamin C content, and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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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bility, optimum range of temperature, irradiation does, and storage 

period were -6~-20 ℃ 0.85~1.5 kGy, and 5~10 days, respectively. Finally, 

predicted values as temperature -10 ℃ irradiation dose 1.0 kGy, and storage 

period 8 day were observed residual patulin content, total phenol content, 

vitamin C content,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47.95 ppb, 12.91 mg/g, 4.98 

mg/100g, and 5.7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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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1. 연구배경 

○ 곰팡이독은 인체 및 가축의 식성병해와 유전적 독성을 유발하므로 병원성세균과 더

불어 농산물 및 식품의 미생물학적 식성병해 요소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곰

팡이독은 농작물의 진균류 오염으로부터 유래되며, 주로 곡물류의 저장, 유통, 국제

교역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과실류와 과실을 이용한 가공품의 곰팡이독 및 곰팡이독 생

성 균류 검출에 대한 연구결과가 여러 관점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국은 과실류의 생산, 유통, 검역관리에 곰팡이독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과실류의 곰팡이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patulin이 주목받고 있다. 

○ 과학기술 및 보건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 발생과 그

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38억80만

∼43억30만 달러의 손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세균성 질병뿐만 아니라 장기적이

고 유전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곰팡이독의 보건위생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 되

고 있다. 

○ 과수산업 분야는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 소득원의 하나이다. 특히 수도작, 축산 등의 

전통적인 농업분야가 국제경쟁력이 낮은데 비하여 과실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후, 지형 등의 영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수출 증진 등

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 국내 사과 재배면적은 2002년 현재 약 26,000ha, 총 생산량은 433,000톤 수준이

다. 사과의 수출은 주로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2002년 현재 약 

6,500톤, 1,200만 US$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의 국제교역에 있어 칠레와

의 FTA 협상 타결 및 대만의 WTO 가입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며 특히 세계 

최대 사과 생산국인 중국(2,000만톤/년 이상) 제품이 현재는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

이 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내 사과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세계적으로 농산물 유래 곰팡이독의 장기적인 유전독성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곰팡이독의 검출, 관련 미생물의 분리, 미생물 제어를 위한 소재 및 유

전체 기반연구, 농산물 검역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기반과 연구수행 내용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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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 결과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균독소 오염 제어기술은 국내 과실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국

내 과수농업 및 농산물 가공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된다.

   가. 기술적 측면

○ 곰팡이독의 농업적, 식품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곰팡이독 연구는 곡류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과실류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보고

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실류에 대한 patulin 오염실태와 

patulin 생성 미생물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결과 확보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성 균류의 Patulin 관련 유전정보를 확보

하여 기능유전체학적 기반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atulin을 비롯한 곰팡이독 

생성 균류의 특성규명과 생물학적 제어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T 기반의 기

능유전체학적 기반연구가 필수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patulin이 과즙발효 과정에서 불활성화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착

안하여 Saccharomyces cerevisiae 등 효모와 젖산균의 발효과정에서 생산되는 유

기산 등 이차대사산물을 이용하여 이 중 patulin의 활성을 억제 또는 patulin을 분

해하는 생물학적 제어물질을 분리하고자 한다. 

○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현재 병원성 세균 및 곰팡이독 생성 균류의 제어

목적으로 과실류에 대한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과실류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또한, 과실류의 미

생물 오염은 대부분 과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마선 조사 이외에도 투과

도는 낮으나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연속처리가 가능한 전자선 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품의 전자선 살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 곰팡이독 생산 미생물의 생물학적 제어기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EO gas, 

오존, chemicals 등 화학적 제어기술은 안전성, 환경오염, 잔류독성 등의 문제로 사

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과실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즉시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

화 기술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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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산업적 측면

○ 과실류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식품학적 기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

제적 기준의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특히,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과실류뿐만 아니라 주스 등의 가공

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과 곰팡이독 생산 미생물의 검역관리 기준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과실류의 품질향상과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

한 생물학적 제어 기반기술 확보 및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과실류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WHO와 EU 등에서는 사과주스의 경우 patulin을 50 ㎍/L 이하를 검역기준으로 제

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교역을 전제로한 국가간 모니터링과 harmonization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 현재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실류의 방사선 조사가 이미 실용화, 

산업화 단계에 있고 이와 관련된 검역관리 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과

실류의 품질향상과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감마선 조사와 함께 전자선 조사기

술에 대한 실용화연구가 시급한 과제이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과수산업 분야는 경제․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 및 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향후 국제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기반붕괴의 위협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 BT 연구는 주로 의료, 보건위생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며 농업분야에서의 

BT 기술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 수행에서 핵심기술로 활용될 

EST data base 구축 기술과 metabolomics 기술 등은 BT 분야의 첨단 기술로써,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실용화뿐만 아니라 농림기술의 연구력 향상

과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곰팡이독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유전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보건 

차원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할 분야이다. 특히 patulin은 영, 유아에 미치는 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patulin에 오염된 생과즙을 이유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 유아에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보건 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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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꼭 필요하다. 

  3. 연구목적

○ 본 연구과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mycotoxin인 patulin 및 patulin 생산균

주의 오염도를 평가하고, Genomics, Metabolomics 등의 BT 기술을 활용하여 

patulin 및 patulin 생산균주 제어와 Patulin 생성 mechanism 규명을 위한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과실류 오염 미생물의 산업적 살균기

술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사과 이외에 배, 포도, 복숭아 등 

기타 과실류와 주스 등 1차 가공품의 patulin 및 patulin 생산 곰팡이 오염도 모니

터링을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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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1. 국내외 연구동향

○ Patulin은 사과의 부패부위에 서식하는 곰팡이의 이차대사산물로서 사과 이외에도 

포도, 복숭아, 배 등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 Patulin을 생산하는 곰팡이는 Aspergillus, Penicillium, Byssochlamys 등 넓은 분

포를 보이나 가장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종은 Penicillium expansum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곡류의 곰팡이독인 aflatoxin이나 ochratoxin 등에 

비하여 patulin에 대한 미생물학적 연구결과는 부족한 편이다. 

○ Patulin은 lactones 및 6-methylsalicylic acid의 유도물질로서 곰팡이의 이차대사

산물 생산과정의 하나인 polyketide synthesis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

다.  Patulin의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중 isoepoxydone dehydrogenase (IDH 

gene) 등이 밝혀져 이를 probe로 한 독소생산 미생물 검출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 Patulin의 독성은 돌연변이원으로서의 작용이외에 신경, 면역계에도 작용하며 특히 

유아에게는 소화기 등에 급성독성을 나타낸다. Patulin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 터키, 이란 

등 과실류 수출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오염실태 조사가 수행되었다. 

○ 곰팡이독의 기능 유전체 연구는, 최근 aflatoxin 생성 미생물의 cDNA library와 

EST (Expressed Sequence Tag)을 이용한 곰팡이독 유전자 발현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Patulin의 유전체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의 식품미생물 오염에 대한 연구는 세

균류의 식성병해와 이들 미생물의 제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균류와 

균독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 곰팡이독의 생물학적 제어기술은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aflatoxin이 자연상태에서 매우 내성이 강한데 비하여 patulin은 charcoal처리, 열처

리, 산처리, sulfur dioxide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거된다. 

○ 특히 과실에 오염된 patulin은 cider, wine 등의 발효과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제

거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발효과정에서 patulin의 불활성화를 유도하는 생물소재의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FAO/WHO/IAEA, US FDA 및 USDA 등의 적극적인 

실용화 추진에 따라 연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 제품 및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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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방사선 조사는 대상 제품의 품질특

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므로 곰팡이독 생

산 미생물의 제어에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였고 그동안 이를 수용하지 

않던 호주와 뉴질랜드도 자국내 동·식물의 안전 검역을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전

면 수용하였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의 검역을 위해 열대과일(breadfruit, 

carambola, custard apple, litchi, longan, mango, mangosteen, papaya, 

rambutan)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승인(Application A443)하여 시행 중이다. 

  2. 앞으로의 전망

○ WTO 체제에서 농산물의 국제교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농

산물의 검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산물의 검역에서는 세균성 질

병의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곰팡이독의 장기독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 및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관리 및 제어를 위한 방법론으로 BT 기반의 기

능유전체 연구자료가 필요시되며 생물학적 제어방법 개발을 위하여 proteomics, 

glycomics, metabolomics 등의 BT 연구기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산물의 위생화와 검역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훈증제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Etylene 

oxide의 경우 식품에 대한 사용이 이미 금지되었으며 methyl bromide의 경우 몬트

리올 환경협약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20% 감축, 2015년 전면 금지키

로 하였으며, 선진국은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 감축에 이어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생물학적 제어제와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기술적 측면에서, 식품의 감마선 조사는 농산물의 숙도 조정, 미생물의 살균에 의한 

부패방지 및 제품의 안전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이미 곡류를 비

롯한 여러 농산물과 육류, 분말형 식품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

선조사 기술은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적 품질,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선택적인 제어효과를 나타내고, 포장된 상태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잔류성

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포장 후 유통과정에서의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과실류

의 보존안정성 확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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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위생

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 기술을 전면 승인하였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

적 기술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OECD가입국에 

대하여 강제적인 감마선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EU Committee에

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최종적

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및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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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사과(Malus pumila var. dulcissima)는 2005년 대전 (4곳), 대구 

(2곳) 및 정읍(4곳)의 총 10개의 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외관이 건전하고 병반이 없

으며 크기가 균일한 사과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분석시까지 10℃에서 저장하면서 실험

에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에 사용한 toluene, ethyl acetate, formic acid, acetonitrile, patulin 표준

품, 3-Methyl-2-benzothinone hydrozane, 1,1-diphenyl-1-picrylhydrazyl (DPPH), 

mitomicyn C,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및 

2-aminoanthracence (2-AA)은 미국 Sigm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위한 silica gel은 silica gel 60 F254(Merck & Co., Inc.,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배지로는 potato dextrose agar, 

total plate count agar, Malt extract agar, Czapek yeast agar, 25% Glycerol 

nitrate agar 및 nutrient broth는 Difco사에서 구입하였다. 

분석기기로는 Hunter colorimeter (Spectrophotometer CM 3500D; Minolta Co., 

Osaka, Japan),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chrom Inc., 

Osaka, Japan),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 refrigerated centrifuge (VS-5500, Vision Scientific, Co., 

Seoul, Korea), scanning electron microscop (S-2400, Hitachi, Japan),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 vacuum evaporator 

(Rotary Vacuum evaporator N-11 Eyela,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 homogenizer (Diax 900, Heidolgh, Schwabach, Germany), 및 Agilent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Series 1200, Agilent technology,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3. Patulin 생산 균류의 분리, 동정 및 분리균주의 patulin 생성능

   가. 사과로부터 patulin 생성 균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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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부터 곰팡이를 분리하기 위해 시료 병반을 취해 동일량의 멸균수를 첨가하여 

4℃에서 5분간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 1 mL을 취해 potato 

dextrose agar (PDA)에 분주한 다음 30℃ 조건에서 7일간 배양하여 곰팡이 성장을 관

찰하였다. 생성된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PDA)를 이용하여 순수분리를 실시하

여 단독 colony를 분리하여 4℃에 보관하였다. 

   나. 분리균주의 patulin 생성능 확인

Patulin 생산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분양받아 대조구 시료로 사용하

였다. 각각의 균주는 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30℃의 암소에서 7일 

동안 배양하여 포자를 생성시켰다. 포자가 생성된 petri dish에 0.1% Tween 80 용액 

1 mL를 첨가하여 포자를 씻어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한 다음 회수된 포자 현탁액을 여

과하고 이를 멸균수로 희석하여 10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50 

mL의 SY(sucrose 4%, yeast extract 2%)에 105 conidia/mL로 접종한 다음 30℃의 

암소에서 14일 동안 배양하여 patulin 생성능을 관찰하였다(Thomas et al., 2004).

   다. Patulin 생성 균주의 동정

Ribosomal DNA의 IT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regions)을 증푹시키기 위해 

사용한 primer는 ITS1 (5′-TCCGTAGGTGAACCTGCGG-3′)과 ITS4 (5′

-TCCTCCGCTTATTGATATGC-3′)를 이용하였다 (Baleiras-Couto et al., 2005).

PCR 반응조건은 100 ng의 genomic DNA를 각가가의 primer 70 pmol 및 200 uM 

dNTPs와 혼합한 다음 10X buffer (100 mM Tris-HCl pH8.3, 500 mM KCl, 15 mM 

MgCl2)를 넣고 2.5 unit Taq DNA polymerase를 첨가한 다음 전체 반응용액을 100 uL

로 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95℃에서 2분간 initial denaturation, 95℃/60초, 72℃/60

초로 40 cycle 반응 한 다음 72℃에서 7분간 final extension을 실시하였다(Kurtzman 

and Robnett,1998 ; Boekhout et al.. 1994). 분석된 염기서열은 CLUSTAL W ver. 

1.74 programs (Thompson et al., 1994, 

http://www.clustalw.genome.jp/ )으로 정렬, 비교하여 ITS 1과 ITS 2의 

경계부위인 18S, 5.8S와 26S를 구분하고 ITS 영역을 정하였다. 계통학적 분석은 

neighbor-joining method (Saitou and Nei, 1987)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gap은 제외

하였다. 또한 Jukes, T. H. and Cantor, C. R.(1969)에 의하여 evolutionar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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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분석은 가장 짧은 분지도를 가지는 최절약 계통수(most parsimonious 

tree)를 작성하였으며, 분지도에서 scale bar는 0.1 또는 0.01 substitution per site를 

의미한다. Tree에서 각 branch 옆의 숫자는 bootstrap percentage를 나타내었다. 

형태학적인 분석은 Czapek Yeast Agar (CYA) and 2% Malt Extract Agar (MEA)

을 이용하여 암소에서 각각 25℃, 37℃ 조건에서 10일간 배양하여 관찰하였다 (Samson 

and Pitt, 1985). 배양 특성을 비롯한 분류 기준은 Pitt (1979, 1985), Robert et al. 

(1995) and Hoog et al. (1999)에 의해 실시하였다.

   라. 분리균주의 patulin 생성능 비교

Patulin 생산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ATCC 46037)는 SY, MEB 

and 5-GYEP의 다양한 배지 조건에서의 patulin 생성능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배지에 

105 spores/mL의 농도로 접종한 다음 암소에서 30℃에서 4주간 배양하면서 성장능을 

측정하였다. 균체 생육도 측정은 배양액 50 mL를 취하여 균체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이를 미리 정량한 Whatman No. 4 filter paper에 여과한 다음, 60℃의 dry oven에서 

24 시간 건조시켜 방랭한 후, 항량이 된 무게에서 filter paper의 무게를 제외한 무게

를 측정하여 균의 생육도를 측정하였다. Patulin 함량 분석은 TLC 및 HPLC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Patulin 생성균주의 특성

    (1) 배양조건

국내산 사과로부터 분리․동정된 P. crustosum을 시험 균주로 사용하였으며, patulin 

생산 표준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는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균주는 

potato dextrose agar에 접종하여 25℃의 암소에서 1주간 배양하여 포자를 생성시켰

다. 포자가 생성된 petri dish에 0.1% Tween 80 용액 1 mL를 첨가하여 포자를 씻어

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한 다음 회수된 포자 현탁액을 여과하고 이를 멸균수로 희석하여 

10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곰팡이 배양 및 patulin 생산을 위한 배지는 SY(sucrose 4%, yeast extract 2%; 

BD Difco), MEB(2% malt extract, 2% dextrose, 0.1% peptone; BD Difco), 

5-GYEP(5% dextrose, 0.1% yeast extract, 0.1% peptone; BD Difco)의 세 가지 

배지를 사용하였다. 5-GYEP 배지조성에서 탄소원을 dextrose, sucrose, fructose, 

lactose, galactose, maltose, mannitol, sorbitol 및 glycerol로 대체한 배지에서 탄소

원에 따른 균주의 patulin 생성능을 측정하였다. 균체의 생육도와 patulin 생성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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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lenmeyer flask(250 mL)에 배지를 각각 50 mL씩 분주하여 멸균시킨 다음 포자현

탁액 1 mL를 접종하고 30℃의 암소에서 200 rpm의 조건으로 4 주간 진탕배양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배지의 pH에 따른 patulin의 생성정도 비교분석을 위하

여, 배지의 pH를 2.0～12.0의 범위로 조절한 potato dextrose broth에서 4주간 배양

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균체의 생육도와 patulin 생성능을 조사하였다. 배지의 pH 조

절에는 0.1 M citric acid와 0.2 M disodium hydrogen phosphate를 이용한 

Mcllvaine buffer를 사용하였다. 

    (2) 생육도 측정

배양액 50 mL를 취하여 균체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이를 항량을 구한 여과지에 여

과한 다음, 60℃의 dry oven에서 24 시간 건조시켜 방랭한 후, 항량이 된 무게에서 여

과지의 무게를 제외한 무게를 측정하여 균의 생육도를 측정하였다.

  4. 감마선을 이용한 사과의 patulin 저감화 

   가. 시료

사과는 포자 현탁액에 접종 침을 이용하여 과피의 유포(oil grand)부분을 약 2 mm 

깊이로 침 접종하였다. 접종된 시료는 30 × 40 cm 비닐백에 넣고 4, 25℃에 보관하

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는 녹즙기(Screw type, Dong-A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착즙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Patulin 용액은 증류수에 녹여서 1,000 ppm 

농도로 제조한 다음 실험시 50 ppm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5종의 유기산(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아미노산(aspartic acid, serine, 

threonine, glutamic acid, histidine), ascorbic acid 및 ethanol 용액은 1% 용액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나.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300,000 Ci, 60Co 감마선 조사시

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

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

록 하였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

의 오차는 ±5.4% 이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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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atulin 생성균주 접종 

Patulin 생성 표준 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는 potato dextrose agar 

plates에서 30 ℃ 조건으로 7일간 배양하여 포자를 형성하였다.  포자가 생성된 petri 

dish에 0.1% Tween 80 용액 1 mL를 첨가하여 포자를 씻어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한 다

음 회수된 포자 현탁액을 여과하고 이를 멸균수로 희석하여 10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포자 현탁액 10 uL를 사과에 인위적으로 접종 한 다음 30 × 40 cm 

PE vinyl bag에 담아 60Co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500 Gy/min의 선량율로 총 흡

수선량이 1 kGy가 되도록 하였다. 시료는 대조군 (0 kGy)은 10주 동안 각각 4, 25℃에

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라. 미생물 분석

시료에 혼입된 미생물 검사를 위해 시료를 동일량의 멸균 식염수를 첨가하여 5분 

동안 균질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호기성 세균, 젖산균, 효모 및 곰팡이

의 분포를 pour plating에 의한 plate count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미생물 분석을 위한 

시료는 사과 100 g을 취하여 mass flask에 담은 다음 멸균 식염수(NaCl 0.85%)를 

1000 mL로 fill up 하고 이를 4℃에서 30분 진탕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이 방법으로 

채취된 검체 10 mL를 1/10 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각 희석액 1 mL를 취하여 

petri dish에 분주하고 분리하고자하는 미생물군의 선택배지 15 mL에 pour plating하

고 이를 배양하여 미생물을 분리하였다. 총 호기성세균은 plate count agar (Difco 

Lab., USA)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미생물의 서식밀도는 plate를 37℃의 배양기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시료의 젖산

균은 젖산균 분리용 배지(Lactobacillus MRS Agar, Difco Lab., USA)에 희석액을 각

각 접종하였다. 시료가 접종된 plate를 30℃에서 3일간 배양한 다음 colony counter

로 plate의 colony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38,39). 

효모 및 곰팡이는 10% tartaric acid로 pH를 3.5로 조절한 potato dextrose agar 

(Difco Lab., USA)를 사용하였으며, 30℃에서 3～4일간 배양한 후 log CFU/g로 계수 

하였다.

   마. P. griseofulvum의 감마선 감수성

Patulin 생성 표준 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 배양액으로부터  conidia 

를 회수하여 5 mL conical tube에 넣은 후 60Co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0.5, 1.0 

및 2.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시 균주의 포자에 대한 감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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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g의 대수로서 나타내었다. 각 시험구의 희석배수 3개 평판계수에 대한 평균값(N)은 

3번의 제로 선량 평균값(N0)으로 나우어 생존균수 값은 N/N0로 나타내었다. D10 value 

(90% 생존 포자 균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kGy 선량)은 log 생균수값의 회귀식으로부터 

나타내었다.

  5. 감마선에 의한 patulin 분해 특성

   가. Patulin 추출

시료의 patulin 함량은 AOAC 방법(1990)으로 분석하였다. 추출물의 patulin 검출

여부를 평가하기위한 정성적 실험으로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를 실시하였

다. 미리 100-110℃ 건조기에서 2시간 동안 활성화 시킨 TLC plate에 각각의 

patulin 표준품과 추출물 10 uL를 spotting하여 전개용매(toluene : ethyl acetate : 

90% formic acid = 5 : 4 : 1)가 포화된 전개조에 전개시켰다. 전개된 TLC plate를 

110℃에서 건조시킨 다음 UV lamp 아래에서 표준 patulin과 동일한 Rf치를 나타내는

지 관찰한 후 0.5% 3-Methyl-2-benzothiazoline hydrazone (MBTH) 용액을 분무한 

후 건조시켜 육안으로 표준 patulin에서와 같은 노란색의 발색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

인하였다. Patulin의 정량적 분석은 HPLC로 실시하였다. 즉, 배양물 10 mL을 시험관

(Ⅰ)에 취하여 동량의 ethyl acetate를 첨가하여 1분간 충분히 교반한 다음 정치하여 

상층액을 시험관(Ⅱ)에 옮겼다. 시험관(Ⅰ)에 ethyl acetate 10 mL을 첨가하여 1분간 

혼합한 다음 정치하여 상층액을 시험관(Ⅱ)에 합하고 이 추출액에 1.5% 탄산나트륨용

액 2 mL을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정치하고 상층액을 시험관(Ⅲ)에 옮겼다. 시험관(Ⅱ)

에 ethyl acetate 5 mL을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정치한 후 상층액을 다시 시험관(Ⅲ)

에 합하였다. 위 추출용액에 무수황산나트륨 1 g을 첨가하여 30초간 혼합한 다음 상

층액을 회수하여 40℃에서 질소 농축한 후 초산용액으로 pH 4.0으로 조정한 용액으로 

용해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은 0.45 μm membrane filter (milipore filter)

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여액을 HPLC용 시료로 사용하여 표준 patulin과 비교하여 정

량하였다. 

   나. HPLC 분석

HPLC는 Agilent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Series 

1200, Agilent technology, Palo Alto, CA, USA)을 이용하였으며 G1310A 

quaternary pump, G1322A VWD와 7725I manual sample injector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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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Column은 Agilent zorbax eclipse XDB-C18 (250mm x 4.6mm, i.d. 5μ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분획을 위해 C18 guard column을 연결한 C18 (250mm x 

10mm, i.d. 5μm) column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column은 25 ℃를 유지하였

고, 파장 276 nm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으로는 증류수 : acetonitrile = 95 : 5의 비율

로 유속은 각각 1.0, 3.0 mL/min의 속도로 하였다. 이때 시료 주입량은 각각 10, 

1000 μ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다. Fourier transformation infra red (FT-IR) spectroscopy

시료의 FT-IR 스펙트럼 분석은 IR 분광기 (Spectrum One, Perkin-Elmer Co., 

USA)는 DGTS detector와 OMNIC 3.2 software가 포함된 기기를 사용하였다. 시료

는 2/200mg의 비율로 KBr과 혼합하여 pellet 형태로 압착한 다음 KBr-disk를 제조

한 다음 4000/400 cm-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라. UV-Visible spectrum 

시료의 UV-Visible 측정은 UV/VIS분광기(Shimadzu Model 5840)를 사용하ud 

실시하였다. 

   마. 1HNMR 분석

분석용 시료는 D2O를 사용하여 100ug/ml 농도로 한 다음 1H-NMR 측정은 

Avance DRX-400 spectrometer (Bruker Co., Germany/Switzerland)을 사용하였으

며 TMS(tetramethyl siliane)이 포함된 DMSO (dimethyl sulfoxide)-d6와 CDCl3를 

용매로 사용하여 FT-NMR 분광기 (Varian Gemini 500 MHz)로 분석하였다. 

Chemical shift value는 CD3OD를 intenal standard로 사용하여 ppm 단위로 나타내었

다(Samuelson et al., 1998).

   바. FAB-MS 분석

시료의 질량 분석을 위한 fast atom bombardment mass spectrum (FAB/MS)는 

JMS-AX505WA mass spectrophotometer (JEOL, Akishima, Japan)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matrix는 MeOH에 m-nitrobenzyl alcohol (NOBA) 시약을 첨가하여 양이온 모

드에서 실시하였다. 



- 19 -

  6. 감마선 분해 산물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가. 세포 실험

    (1) 세포배양

추출물의 암세포 억제효과에 사용된 암세포는 liver cancer HepG2이며 한국세포주

은행 (KCLB) 에서 분양받아 실험하였다. HepG2의 경우 플라스크 바닥에 단층으로 부착

하여 자라는 세포주이며, 이와 같은 부착 세포인 경우trypsin-EDTA 처리 후 계대 배양

하였다. 배양액은 RPMI 1640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Sodium 

bicarbonate, 100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로 배양하였다.

    (2) MTT assay에 의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측정

Carmichael(1987) 등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 실험을 실시하였다. 96 well 

plate bottom microtiter의 각 well에 logarithmic phase에 도달한 암세포주를 적정농도

로 180 uL 되게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시료를 적정 농도별로 조제하여 첨

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용액을 20 uL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하여 formazan을 형성시

킨 후 조심스럽게 상등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150 uL를 첨가하여 30분간 교반

하여 formazan을 녹인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암세포의 생

장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

   나.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 (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

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

주의 유전자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대한 민감도 (uvrB 돌연변

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 (Boone, NC, USA)에서 구

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험

에 사용하였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 (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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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대사활성을 위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

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5%(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

성은 2-aminoanthracene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였다. 음성 대조물질로

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DMSO를 사용하였으며, 양성 대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SA) 및 2-AA를 Sigma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대사활성계 적용(+S) 및 미적용(-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였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ture (또는 멸균증류수) 0.5 mL에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

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

발성의 판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다. SOS chromotest에 의한 항변이원성 측정

    (1) 변이원

변이원으로 mitomycin C (Sigma chemical Co., USA, 특급)는 멸균한 3차 증류수에 

녹여 0.01 mg/mL의 농도로 사용 하였고, 2,4,7-trinitro-9-fluorenone (Aldrich chemical, 

USA, 특급)은 dimethylsulfoxide를 멸균해서 0.3 mg/mL의 농도로 하였고, 

4-nitroquinoline-N-oxide (Sigma chemical Co., USA, 특급)를 멸균한 3차 증류수에 녹

여 0.007 mg/mL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2) Escherichia coli PQ 37 배양

액체 질소에 보관한 Escherichia coli PQ 37을 agar plate (1.5% agar, 1% 

peptone, 0.5% yeast extract, 1% sodium chloride)에 streaking하여 배양한 후 1 

colony를 LB broth (Luria-bertani broth : 1% peptone, 0.5% yeast extract, 0.5% 

sodium chloride, ampicillin+) 30 mL 에 접종한 후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600nm 에서 균주의 성장곡선을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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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S chromotest

Escherichia coli PQ 37 1 colony를 LB broth (Luria-bertani broth : 1% 

peptone, 0.5% yeast extract, 0.5% sodium chloride, ampicillin+) 에 접종한 후 600 

nm에서 흡광도값이 약 1이 될 때까지 37℃에서 shaking하면서 incubation하였다. 이 배

양액을 LB broth로 10배 희석하여 37℃에서 2시간 진탕배양시킨 후 LB broth로 4배 희

석한 배양액 400 uL에 시료 5 uL, DMSO 15 uL 또는 DMSO 20 uL, 변이원 혹은 멸균

수 30 uL를 분주하여 2시간 배양 후 다시 LB broth 3.55 mL을 첨가하여 1.5 시간 배양

하였다.

    (4) β-galactosidase 활성으로 측정

변이원성은 β-galactosidase 활성으로 측정하였는데, 배양이 끝난 배양액 200 uL에 

buffer B(120mM Na2HPO4, 40mM NaH2PO4, 10mM KCl, 1mM MgSO4․7H2O, 

50mM β-mercaptoethanol, 1% SDS) 1.8 mL을 넣고 vortex하여 10분간 반응시켜 

세포막을 터트린 후 ONPG용액 (o-nitrophenyl β-D-galactopyranoside, Sigma 

chemical Co., USA) 400 uL를 첨가하여 37℃ shaking incubator에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1M sodium carbonate(Na2CO3, Showa chemicals, INC, Japan) 1.6 mL을 첨가하

여 반응을 종료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을 측정

지시균주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배양액 200 uL에 buffer P (1M Tris, 1% SDS) 1.8 mL을 넣고 vortex하여 10분간 반

응시켜 세포막을 터트린 후 PNPP용액 (ρ-nitrophenyl phosphate, Sigma chemical 

Co., USA) 400 uL를 첨가하여 37℃ shaking incubator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2.5N 

HCl 800 u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후 2M Tris 800 uL를 첨가하여 vortex한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OD값은 Miller의 공식에 따라 β-galactosidase 활성치 (unit) 및 alkaline 

phosphatase 활성에 대한 β-galactosidase 비율인 R-factor의 값으로 구하였다.

    
Enzyme unit  =

1000 × O.D. 420 nm

t    

    
Ratio (R)  =

β-galactosidase units

alkaline phosphatas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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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the length of incubation in presence of the substrate in minutes

    O.D. : Optical density at 420nm

 

  7. 감마선 조사 과실류의 보존성 및 품질특성 평가

   가. 총 당 및 환원당 함량

시료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의 측정은 사과 시료를 녹즙기 (Extrusion type, 

Dong-A Co., Seoul, Korea)에서 착즙한 다음 여과 (No. 2, Whatman, Kent, 

England)하여 준비하였다. 시료의 총 당함량은 phenol-sulfuric acid (16)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5% 페놀 1 mL, 황산 5 mL을 첨가하여 2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 (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470 

nm에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시료액 2 mL에 DNS 용액

(Dinitrosalicylic acid 0.5%, NaOH 4%, Rochellet salt 30%) 2 mL을 첨가하여 10분

간 가열하여 반응시킨 다음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 (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당함량과 환원당의 정량은 

glucose를 이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하여 계산하였다.

   나. 총 페놀 함량

감마선 조사한 사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 (Cao et al., 

2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0.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2 mL을 첨가하고 23℃에서 1분간 유지시켰

다. 그 후 5% Sodium carbonate 3 mL을 가하여 23℃에서 2시간 방치 후 분광광도

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 (Sigma)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

에 활용하였다.

   다. 총 flavonoid 함량

시료의 총 flavonoid 함량은 naringin을 표준검량곡선으로 하여 Davis법 (Vina et 

al., 2007)으로 측정하였다. 사과즙에 50% methanol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료용액 1 

mL에 diethylene glycol 10 mL을 혼합하고 1N NaOH 1 mL을 가하여 다시 혼합한 

다음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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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총 vitamin C 함량

시료의 총 vitamin C함량은 Pelletier법(1985)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에 10% 

metaphosphoric aicd을 동일량 첨가하여 10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한 다음, 5% 

metaphosphoric acid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3,000 rpm에

서 15 분 동안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상등액을 취해 Whatman filter paper No.2를 이

용하여 여과하였다. 시료액에 indophenol 용액 한 방울을 가하여 홍색이 될 때 

thiourea 용액 2 mL을 첨가한 다음 2,4-dinitrophenyl hydrazine 용액 1 mL을 혼합

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종료 후 85% H2SO4 용액 5 mL을 첨가

하여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 방치한 다음 spectrophotometer (UV-1610PC, 

Shimadsu Co., Japan)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 항산화능 측정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Blois(1958)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료 

추출액 1 mL에 0.2 mM DPPH(Sigma Co. Ltd., USA) 용액 1 mL을 혼합한 다음 실

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에 spectrophotometer (UV-1610 PC, Shimadsu Co., Japan)

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 (1-

A
)×100

B

    A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바. 색도 측정 

사과의 기계적 색도는 color와 color difference meter (Minolta, Model CR-200, 

Japan)를 이용하여 과피와 과육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과피의 색은 과피의 정해진 부

분에 대하여, 내부 색도는 처리구당 5개씩 절단하여 절단면의 색도를 10회 반복 측정

하여 Hunter′s color value인 L값 (lightness), a값 (redness), b값 (yellow)으로 나타

내었다.

   사.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9점 척도법 (1=dislike extremely, 5=neither like nor dislike, 9=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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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사과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10명의 검사원으로 

하여 향기/냄새 (odor), 조직감 (texture), 다즙성 (juciness), 산도 (acidity), 감미도/단맛 

(sweetness),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8. 반응표면분석(RSM)에 의한 사과주스의 감마선조사 최적공정 분석

   가.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최적화

본 실험에서는 사과 주스의 저장․조사시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patulin의 저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program(Gontard et al., 1992)을 활용하였다. 실험계획은 중심

합성계획법(Lee et al., 2000; Kim et al., 2005)에 의하여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반응

표면 회귀분석울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1990)을 사용하였

다. 중심합성계획으로 설계된 사과주스 시료의 요인변수는 저장․조사시 온도(X1), 조사 

선량(X2) 및 저장 기간(X3)으로 각 요인 변수는 -2, -1, 0, 1, 2 다섯 단계로 부호화하

여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계획에 의한 실험수는 16구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또한 이들 요인변수에 영향을 받는 반응변수(Yn)들은 patulin 잔류량(Y1), total 

phenol compound 함량(Y2), total flavonoid 함량(Y3), total vitamin C 함량(Y4), 관

능평가(색, 단맛, 신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 이취; Y5), 표면 색(L,a,b;Y6)으로 하여 회

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저장․조사시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patulin의 저

감화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된 모델식을 바탕으로 Mathematica program을 이용하여 

4차원 반응표면분석으로 해석하였다.

  9. 통계 분석

통계처리는 SAS (SAS Institute, Cary, NC,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p

〈0.05)로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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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고찰

1. Patulin 생산 균류의 분리, 동정 및 분리균주의 patulin 생성능

   가. Patulin 생성 균주의 분리 및 patulin 생성여부 검색

    1차년도 연구에서 국내산 사과로부터 patulin을 생성하는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50여종의 국내산 사과에서 병반을 취하여 곰팡이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16종의 곰팡

이를 sucrose yeast 배지에서 30℃에서 14일간 배양한 다음 배양액을 추출하여 박막

크로마토그라피 (TLC) 방법으로 patulin 생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TLC plate 상에서

의 patulin은 단파장의 UV광원 하에서 quenching spot를 나타내고, 0.5% 

3-Methyl-2- benzothiazoline hydrazone (MBTH) 용액으로 발색한 경우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Rf치는 0.45로 나타났다 (표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patulin 생성 균주 

1종을 선별하여 이를 P-1 이라고 명명하였다. 

    Patulin 생성 균주 P-1을 배양한 후 배양물을 ethly acetate를 이용하여 추출 ․농
축한 다음 표 2의 HPLC 분석조건에서 patulin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Patulin 생성 

표준균주는 5.56분에 peak를 나타내었으며, 분리된 균주 또한 5.56분에 peak를 나타

내어 patulin을 생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배양기간에 따른 patulin 생성균주의 patulin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를 표 3에 나타

내었다. Patulin 생성능은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의 경

우 배양 2주일까지 2456.098  ㎍/mL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배양 4주

에는 2021.545 ㎍/mL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분리된 균주(P-1)는 배양 1주 경과 후 

135.779 ㎍/mL으로 나타났으며,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3주에 

323.961 ㎍/mL 으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감소하였다.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준균주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와 비교시 분리균주(P-1)는 

patulin 생성능이 낮게 나타났으며, 최고함량이 도달하는 기간이 느리게 나타났다. 

    미생물의 생육에 있어 배양 1주일 경과 후 분리균주(P-1)는 14.62 mg/mL로 나

타났으나,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는 38.96 mg/mL 대략 3배 가까

이 빠른 생육을 나타내었다. 표준균주의 경우 배양 2~3주에 1주에서 보다 낮은 함량

을 보였으며, 4주후 55.54 mg/mL로 생육이 증가하였다. 반면 분리균주(P-1)은 배양

기간에 따라 점차 생육이 증가하여 4주에 33.36 mg/mL 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표

준균주 보다 생육도가 느리게 나타났다(그림 2). 표준균주의 경우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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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pH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3주 후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반면 

분리균주(P-1)는 배양 2주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배

양 1주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2).

표 1. Patulin의 TLC에서의 Rf 값 및 HPLC에서의 retention time

TLCa
Rf HPLCb retention time (min)

0.45 5.56

aTLC was performed on silica gel pre-coated plates with a fluorencescence indicator by using 

toluene:ethyl acetate:90% formic acid as soluvent system.

bHPLC was performed on a reverse phase colum(shiseido) acetonitrile:water(5:95) for patulin. 

the wavelength of the UV detector was at 276 nm for patulin.

표 2. Patulin의 HPLC 분석 조건

HPLC type Waters

Detector UV 276nm

Colum Shiseido(30 cm × 3.9 mm)

Flow rate 0.7 mL/min

Mobile phase DW : acetonitrile = 5 : 95

표 3. HPLC 분석에 의한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patulin 생

성량 (Sucrose yeast broth에서 30℃ 2주 배양)

Strains

Patulin (㎍/ml)

Incubation periods(weeks)

1 2 3 4

Penicillium griseofulvum(ATCC 46037) 330.264 2456.098 2399.631 2021.545

P-1 135.779 216.130 323.961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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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HPLC를 이용한 Patulin 생산균주 배양물의 patulin 분석 결과 (A; Patulin 생

산 표준균주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 B; 분리균주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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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sucrose yeast broth에서의 

균사생장 및 pH 변화 (30℃ 4주 배양, ■―■;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 ●―●; P-1)

   나. 분리균주 P-1의 동정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성균주 P-1의 동정시험을 형태학적인 관찰과 

유전자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유전자 분석 시험은 ITS5-5.8S-ITS region 

및 26 rRNA D2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리균주의 ITS5-5.8S-I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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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분석결과 아래의 505 bp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과로  Similarity 분

석을 실시하고(표 4) 계통도를 작성하였다(그림 3). 

5’->

AGTCGTAACAAGGTTTCCGTAGGTGAACCTGCGGAAGGATCATTACCGAGTGAGGGCCCTCTGGG

TCCAACCTCCCACCCGTGTTTATTTTACCTTGTTGCTTCGGCGGGCCCGCCTTAACTGGCCGCCG

GGGGGCTTACGCCCCCGGGCCCGCGCCCGCCGAAGACACCCTCGAACTCTGTCTGAAGATTGAAGT

CTGAGTGAAAATATAAATTATTTAAAACTTTCAACAACGGATCTCTTGGTTCCGGCATCGATGAA

GAACGCAGCGAAATGCGATACGTAATGTGAATTGCAAATTCAGTGAATCATCGAGTCTTTGAACG

CACATTGCGCCCCCTGGTATTCCGGGGGGCATGCCTGTCCGAGCGTCATTGCTGCCCTCAAGCCCG

GCTTGTGTGTTGGGCCCCGTCCCCCGATCTCCGGGGGACGGGCCCGAAAGGCAGCGGCGGCACCGC

GTCCGGTCCTCGAGCGTATGGGGCTTTGTCACCCGCTCTGTAGGCCC-3’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균주의 26S rDNA D1/D2 region을 분석한 결과 529 bp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과로  Similarity 분석을 실시하고(표 5) 계통도를 작성하였

다(그림 4). 

5’-> 

GGCTCCTTCGGGGTCCGCATTGTAATTTGCAGAGGATGCTTCGGGAGCGGTCCCCATCTAAGTGC

CCTGGAACGGGACGTCATAGAGGGTGAGAATCCCGTATGGGATGGGGTGTCCGCGCCCGTGTGAA

GCTCCTTCGACGAGTCGAGTTGTTTGGGAATGCAGCTCTAAATGGGTGGTAAATTTCATCTAAAG

CTAAATATTGGCCGGAGACCGATAGCGCACAAGTAGAGTGATCGAAAGATGAAAAGCACTTTGAA

AAGAGAGTTAAAAAGCACGTGAAATTGTTGAAAGGGAAGCGCTTGCGACCAGACTCGCTCGCGGG

GTTCAGCCGGCATTCGTGCCGGTGTATTTCCCCGCGGGCGGGCCAGCGTCGGTTTGGGCGGTCGG

TCAAAGGCCCTCGGAAGGTAACGCCCCTAGGGGCGTCTTATAGCCGAGGGTGCAATGCGACCTGC

CTAGACCGAGGAACGCGCTTCGGCTCGGACGCTGGCATAATGGTCGTAAGCGACCCGTCTTGAAA

CACGGACCA-3’

유전자 분석결과 분리균주는 Penicillium 속에 속하는 균주로 확인되었다. Penicillium 

속은 현재 184개 종이 존재한다. 분석균주와 ITS5-5.8S-ITS4 region 및 26S rDNA 

D1/D2 region의 염기서열이 100%로 일치하는 종이 여러 종으로 확인되어 본 유전자 

분석으로는 동정이 어려웠으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형태적인 분석이 요구되었

다. 생리학적 및 형태학적인 동정시험은 시험배지에서의 생장 및 외형(그림 5), 

conidiophore의 형태(그림 6), conidia의 형태와 크기(그림 7) 등을 비교하였다. 각각

의 시험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 유전자 분석과 생리학적 및 형태학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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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서 분리된 균주는 Penicillium crustosum Thom. 1930으로 동정되었다. 

표 4. 분리균주 P-1의 Similarity 분석결과(ITS1-5.8S-ITS1 region)

Strains Accession No. Similarity (%)
nt difference

/compared

P. crustosum FRR 1669 AY373907 100.00 0/490

P. commune wb193 AF455527 100.00 0/505

P. aurantiogriseum AY280956 99.60 2/505

P. solitum FRR 937 AY373932 99.39 3/490

P. camemberti FRR 877 AY373900 99.39 3/490

P. echinulatum FRR 1151 AY373911 99.39 3/490

P. chrysogenumCBS 306.48 AY213669 99.39 3/489

P. dipodomyicolaNRRL 13487 AY371616 99.18 4/489

P. aethiopicum FRR 2007 AY373896 98.77 6/489

P. expansum VIC AY425984 98.60 7/500

P. griseroseum VIC AY425983 98.38 8/494

P. expansum AF455466 97.58 12/496

그림 3.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Neighbour-joining tree 

(Saitou ＆Nei, 1987). ITS-5.8S rDNA-ITS region sequences을 기초로 작성되었으

며  Penicillium expansum (AF455466)을 outgroup으로 하였음. Scale bar는 

nucleotide position 당 0.1 nucleotide substitution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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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리균주 P-1의 Similarity 분석결과(26S rDNA D1/D2 region)

Strains Accession No. Similarity (%)
nt difference

/compared

P. commune CBS 311.48 AY213616 100.00 0/528

P. expansum IFO 8800 AB047232 100.00 0/528

P. mali NRRL 13719 AF527056 100.00 0/510

P. farinosum NRRL 6293 AF527057 100.00 0/510

P. sclerotigenum NRRL 3461 AF033470 99.80 1/510

P. polonicum NRRL 995 AF033475 99.80 1/510

P. aurantiogriseum NRRL 971 AF033476 99.80 1/510

P. viridicatum NRRL 961 AF033478 99.80 1/510

P. cordubense NRRL 13072 AF527055 99.80 1/510

P. chrysogenum NRRL 807 AF033465 99.41 3/510

P. griseroseum NRRL 832 AF034449 99.41 3/510

P. viridicatum NRRL 5880 AF033390 99.41 3/510

P. coprophilum NRRL 13627 AF033469 99.22 4/510

그림 4.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Neighbour-joining tree 

(Saitou ＆Nei, 1987). 26S rDNA D1/D2 region sequences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Aspergillus versicolor (AF433092)를 outgroup으로 하였음. Scale bar는 nucleotide 

position 당 0.1 nucleotide substitution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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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배양온도와 배지조성에 따른 

생장특성 비교

Test parameters  Results

Growth rate

At 25C

MEA : 1.8 cm

CYA : 3.0 cm, 

CzA  : 1.6 cm, 

G25n : 1.5 cm 

At 37C

MEA : micro-colony, 

CYA : no growth, 

CzA  : micro-colony, 

G25n : 0.15 cm 

Colonies  

MEA

Plane and low  surface : appearing powdery 

mycelium : inconspicuous, subsurface 

conidiogenesis : very abundant, forming masses of conidia, 

breaking off in crusts when jarred, colored dull green  

exudates : absent  

soluble pigment : absent  

reverse : pale yellow

CYA

Plane and radially sulcate, low with a velutinous texture 

surface : appearing powdery with white narrow margin 

mycelium : white ; 

conidiogenesis : heavy over the entire colony area, coloured 

dull green 

exudates : small, clear 

soluble pigment : absent ; 

reverse : from yellow at the center to orange brown at the 

margins 

Conidiophores 

on MEA

Mostly borne from subsurface, closely appressed Stipes : 

120-280 um long, with alls heavily roughened, mostly 

terverticillate and rarely biverticillate  

Rami : 1-2 per penicillus, often rough walled, 18-27 um 

long  

Metulae : 13.0-14.5um long  

Phialides : ampulliform, 6.5-12.0 um long  

Conidia : subglobose to ellipsoidal, 3.3-3.8x3.2-3.4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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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             CYA             CzA             G25n

그림 5. 한천배지 상에서의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colony 

생장 비교 (25℃, 10일 배양) 

        

그림 6.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Conidiophores

그림 7. 국내산 사과에서 분리된 patulin 생산균류 P-1의 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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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ulin 생산 균류의 Patulin 생성능 비교

   가. 분리균주 P-1의 Patulin 생성능 평가

   다양한 배지에서의 표준균주 P. griseofulvum(ATCC 46037)과 분리균주(P-1)의 

생육도를 측정하였다(그림 8). 표준균주 P. griseofulvum(ATCC 46037)의 경우 SY배

지에서 배양 1주 경과후 40 mg/mL(dry weight)의 균사생장을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

하다가 3주 후부터 다시 증가하여 배양 4주에는 55 mg/mL로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MEB와 5-GYEP 배지에서는 3.6~3.9 mg/mL로 균사생장이 낮았으며, MEB 배지에서

의 균사생장도 1.5 mg/mL 이하로 낮은 생장율을 보였다.  분리균주(P-1)은 MEB배지

에서는 2.8 mg/mL 이하, 5-GYEP 배지에서는 배양 4주후에는 4.7 mg/mL 수준의 균

사생장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표준균주 Penicillium griseofulvum(ATCC 46037)

와 분리균주(P-1) 모두 SY 배지에서 생육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MEB와 5-GYEP 배

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균사 생장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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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액체배양액에서의 P. griseofulvum ATCC 46037(A)과 분리균주 P-1(B)의 

균사생장 비교 (■―■; SY 배지, ●―●; MEB 배지, ▲―▲:5-GYEP 배지)

배양기간 중 patulin 생산 표준균주 P. griseofulvum(ATCC 46037)과 분리균주(P-1)

배양물의 pH 변화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배양 배지에 따라 pH변화에 차이가 있었으



- 34 -

며 표준균주 P. griseofulvum(ATCC 46037)에서는 EMB 배지의 경우 1주에 비해 배

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4주에는 4.95를 나타내었다. SY

배지와 5-GYPE 배지에서는 배양 1주와 비슷하게 나타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분리균주(P-1)은 EMB 배지에서 배양 1주에서 3주까지 증가하여 3주에 최고치

를 나타내었으나, 4주에 급격히 감소하여 표준균주 P. griseofulvum (ATCC 46037)

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SY 배지의 경우는 P. griseofulvum (ATCC 

46037)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양기간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5-GYPE 

배지에서는 배양 1주~3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4주에 급격히 감소하여 

표준균주 P. griseofulvum (ATCC 46037)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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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액체배양액에서의 P. griseofulvum ATCC 46037(A)과 분리균주 P-1(B)의 

pH 변화(■―■; SY 배지, ●―●; MEB 배지, ▲―▲:5-GYEP 배지)

   표준균주와 분리균주 P-1의 patulin 생성능을 평가하여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표

준균주 P. griseofulvum (ATCC 46037)의 patulin 생성능은 SY 배지에서 높은 생성

능을 나타내었으며, 배양 2주에 2,456 ppm으로 최고 함량을 보였고, 이후 감소하여 

2,399~2,024 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체 생육이 일정 수준에 도달 한 후 감소하기 

시작한 2주에 최고 함량을 나타내어, 균체 생육이 이루어진 후 독소 생성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EB와 5-GYEP배지에서는 배양기간 경과에 따른 균사생장은 

낮았으나, 배양 1주에 각각 1,852 ppm, 1,640 ppm의 patulin이 생성되어 SY 배지에

서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MEB 배지에서는 2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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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28 ppm으로 최대 생성능을 보였으나, 차츰 감소하여 4주후에는 1,892 ppm으

로 나타났다. MEB 배지에서 보다 생육도가 조금 우수한 5-GYEP배지의 경우 4주에 

2,892 ppm의 가장 높은 patulin 생성을 보여주었다. SY배지에서는 균체의 성장에 따

라 독소의 생성능이 증가함을 보였고, MEB와 5-GYEP배지에서는 균체의 생육은 상대

적으로 낮았으나 patulin 생산은 SY 배지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분리균주(P-1)의 경우 SY 배지에서 균체의 성장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배양 1주에 135.77 ppm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증가하여 3주에는 323.96 ppm으

로 최고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5-GYEP배지에

서는 균체의 성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patulin 독소 생성능은 배양 2주에 

2390.45 ppm을 나타내었으며, 점차 증가하여 3주후 2794.21 ppm으로 가장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다. EMB 배지에서는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80 ppm으로 다른 배

지에서 보다 다소 미비한 독소 생성능을 나타내었다. 배양기간에 따른 다양한 배지에

서의 patulin 독소 생성능은 표준균주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의 경

우 SY 배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분리균주(P-1)에서는 5-GYEP배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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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액체배양액에서의 P. griseofulvum ATCC 46037(A)과 분리균주 P-1(B)의 

patulin 생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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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H gene을 probe로 한 patulin 생산 균류 분석

   가. IDH gene 분석용 Patulin 생성 균주의 분리

   국내산 사과로부터 patulin을 생성하는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50여종의 사과에서 

병반을 취하여 진균류를 순수분리 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ITS5-5.8S-ITS4 유전자 분

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primer는 ITS1 primer는 5‘-TCC GTA 

GGT GAA CCT GCG G-3'와 ITS4 primer는 5‘-TCC TCC GCT TAT TGA TAT 

GC--3'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과로부터 분리된 균주는 총 28종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Glomerlla acutata, Gibberella avenacca, Penicillium sp., Alternaria 

tenuissima, Galactomyces geotrichum으로 나타났으며 Penicillium sp.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7. 분리균주의 Similarity 분석결과(ITS5-5.8S-ITS4 region)

Strain A-A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Glomerella acutata AM404279 99% 1/539 

Colletotrichum acutatum AJ301915 99% 1/539 

Colletotrichum acutatum AJ301911.1 99% 1/539 

Colletotrichum acutatum AJ301910.1 99% 1/539 

Colletotrichum acutatum AJ301905.1 99% 1/539 

Glomerella acutata AB219038.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36.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34.|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9.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8.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7.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3.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2.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19021.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33349.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33347.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33344.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B233341.1 99% 1/536 

Colletotrichum acutatum AJ749677.1 99% 1/536 

Colletotrichum acutatum AJ749672.1  99% 1/536 

Glomerella acutata AF489566.1 99% 1/536 



- 37 -

Strain A-B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Gibberella avenacea AF009186.2 100% 0/507 

Gibberella avenacea AF009185.2 99% 1/507

Gibberella avenacea AY147282.1 100% 0/500 

Gibberella avenacea AY147283.1 100% 0/499 

Fusarium sp. DQ657854.1 99% 2/506

Fusarium sp. AJ279478.1 99% 1/501 

Fusarium sp. AJ279467.1 99% 2/504 

Fusarium sp. AB255253.1 99% 2/507  

Gibberella avenacea AY147285.1 99% 1/499  

Fusarium tricinctum AF008921.1 99% 4/507

Cordyceps sinensis AB067719.1 99% 4/507 

Gibberella avenacea AY147284.1 100% 0/490  

Fusarium tricinctum AY188923.1 99% 3/509 

Fusarium sp. EF055302.1 99% 2/500 

Strain A-C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6069 DQ339562.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35231 DQ339558.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2304 DQ339556.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32293 DQ339552.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35259 DQ339548.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NRRL 32289 DQ339547.1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strain ATCC 7861 AY373912 99% 4/541  

Penicillium expansum AJ608953.1 99% 4/540  

Penicillium expansum AF218786.1 99% 4/540 

Penicillium italicum strain ATCC 48114 AY373920 99% 4/531  

Penicillium expansum AF455466 99% 4/532 

Penicillium concentricum strain NRRL 2034 DQ339561.1 98% 9/541  

Penicillium coprophilum AJ608952.1 98% 9/540 

Penicillium expansum AJ005676.1 99% 4/518, 

Penicillium dipodomyicola strain NRRL 35583 DQ339570.1 98% 11/531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NRRL 5256 DQ339557.1 98% 9/531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NRRL 35258 DQ339553.1 98% 9/531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NRRL 2159A DQ339551.1 98% 9/531 

Penicillium dipodomyicola strain NRRL 35582 DQ339550.1 98% 9/531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NRRL 3523 DQ339549.1 98% 9/531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FRR 3571 AY373917.1 98% 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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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A-D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sp. AB274312.1 100% 0/446

Penicillium sp. NRRL 28143 AF125941.1 100% 0/446

Penicillium brasilianum strain RMF 8007 AF178523.1 98% 5/425 

Penicillium sp. NRRL 28214 AF481123.1 98% 7/429

Penicillium skrjabinii AF178518.1 98% 6/418 

Penicillium paraherquei AF178511.1 98% 8/425 

Penicillium ochrochloron AJ509865.1 97% 11/446

Penicillium donkii strain NRRL 5562 AF033445.1 97% 9/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002 AF481122.1 97% 9/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401 AF481119.1 97% 9/429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NRRL 1075 AF033440.1 97% 13/446

Penicillium rolfsii strain NRRL 1078 AF033439.1 97% 13/446 

Soil fungal sp. DQ914428.1 97% 13/437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NRRL 926 AF033441.1 97% 13/446 

Penicillium canariense AF481121.1 97% 10/429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UWFP 720 AY213675.1 97% 13/445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085242 DQ401549.1 98% 8/411 

Penicillium simplicissimum AHS-257-24 DQ026013.1 96% 14/437

Penicillium simplicissimum AF203084.1 97% 12/425 

Penicillium fuscum strain NRRL 721 AF033443.1 97% 12/429 

Penicillium sp. DQ279802.1 96% 14/431

Strain A-E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Gibberella avenacea AF009186.2 99% 1/514 

Gibberella avenacea AF009185.2 99% 2/514 

Gibberella avenacea AY147282.1 99% 1/507

Gibberella avenacea AY147283.1 99% 1/506 

Fusarium sp. DQ657854.1 99% 3/513

Fusarium sp. AJ279478.1 99% 2/508

Fusarium sp. AJ279467.1 99% 3/511

Gibberella avenacea AY147285.1 99% 2/506

Fusarium sp. AB255253.1 99% 2/504

Fusarium tricinctum AF008921.1 99% 5/514 

Cordyceps sinensis AB067719.1 99% 5/514 

Gibberella avenacea AY147284.1 99% 1/497

Fusarium tricinctum AY188923.1 99% 4/516 

Fusarium sp. EF055302.1 99% 3/507 

Uncultured soil fungus DQ421023.1 99% 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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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A-F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Alternaria tenuissima strain EGS34-015 AY751455.1 100% 0/527 

Alternaria longipes strain EGS30-033 AY751457.1 99% 1/528 

Alternaria tenuissima strain IA287 AY154712.1 99% 1/528 

Alternaria tenuissima strain IA285 AY154711.1 99% 1/528

Alternaria tenuissima strain IA279 AY154710.1 99% 1/528

Alternaria tenuissima strain IA276 AY154709.1 99% 1/528

Alternaria sp. IA275 AY154708.1 99% 1/528

Alternaria sp. IA243 AY154693.1 99% 1/528

Alternaria sp. IA224 AY154687.1 99% 1/528 

Alternaria sp. IA215 AY154686.1 99% 1/528

Alternaria longipes AY154684.1 99% 1/528 

Alternaria mali AY154683.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539.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516.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448.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444.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441.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AF455406.1 99% 1/528

Lycium ruthenicum AY880681.1 99% 1/528

Alternaria alternata EF192234.1 99% 1/527

Strain A-G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polonicum strain NRRL 995 AF033475.1 99% 1/543

Penicillium species 2 (IBT 12396) AJ005493.1 99% 1/54

Penicillium polonicum (IBT 11388) AJ005492.1 99% 1/542

Penicillium viridicatum strain FRR 963 AY373939.1 99% 2/543

Penicillium tricolor strain ATCC 10413 AY373935.1 99% 2/543 

Penicillium viridicatum strain NRRL 961 AF033478.1 99% 2/543

Penicillium tricolor (IBT 12471) AJ005489.1 99% 2/542

Penicillium viridicatum (IBT 5273) AJ005482.1 99% 2/542 

Penicillium neoechinulatum (IBT 3439) AJ005481.1 99% 2/542 

Penicillium verrucosum strain ATCC 44407 AY373937.1 99% 1/532 

Penicillium cordubense AF527055.1 99% 2/544

Penicillium viridicatum strain NRRL 958 AF033477.1 99% 3/543

Penicillium allii AF218787.1 99% 1/531

Penicillium albocoremium AJ004819.1 99% 1/531

Penicillium verrucosum AJ005487.1 9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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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A-H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paneum strain NRRL 25162 DQ339571.1 99% 4/541

Penicillium paneum strain NRRL 25159 DQ339554.1 99% 4/541 

P. paneum X82360.1 99% 5/536

Penicillium griseofulvum strain NRRL 3523 DQ339549.1 97% 11/542

Penicillium venetum (IBT 5464) AJ005485.1 98% 10/542 

Penicillium verrucosum strain ATCC 44407 AY373937.1 97% 11/543

Penicillium allii AF218787.1 97% 11/542

Penicillium albocoremium AJ004819.1 97% 11/542

Penicillium verrucosum (IBT 11621) AJ005487.1 97% 11/542 

Penicillium allii (IBT 3056) AJ005484.1 97% 11/542

Penicillium viridicatum strain FRR 963 AY373939.1 98% 10/532 

Penicillium tricolor strain ATCC 10413 AY373935.1 98% 10/532 

Penicillium viridicatum strain NRRL 961 AF033478.1 98% 10/532 

Penicillium polonicum strain NRRL 995 AF033475.1 98% 10/532 

Penicillium concentricum strain NRRL 2034 DQ339561.1 97% 11/531

Penicillium verrucosum strain FRR 965 AY373938.1 97% 12/543 

Penicillium hirsutum strain FRR 2032 AY373918.1 97% 12/543

Penicillium species 2 (IBT 12396) AJ005493.1 98% 10/531 

Penicillium polonicum (IBT 11388) AJ005492.1 98% 10/531

Penicillium tricolor (IBT 12471) AJ005489.1 98% 10/531

Strain A-I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NRRL 35178 DQ123647.1 100% 0/440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FRR 1669 AY373907.1 100% 0/440

Penicillium griseoroseum strain VIC AY425983.1 100% 0/440

Penicillium expansum strain VIC AY425984.1 100% 0/440

Penicillium commune AF455527.1 100% 0/440

Penicillium commune AF455471.1 100% 0/440

Penicillium commune AF455418.1 100% 0/440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NRRL 968 AF033472.1 100% 0/440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NRRL 31480 AF484409.1 100% 0/440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NRRL 31487 AF484408.1 100% 0/440

Penicillium crustosum strain NRRL 31466 AF484407.1 100% 0/440

Penicillium commune strain ATCC 10428 AY373905.1 99% 1/440 

Penicillium farinosum AF527057.1 99% 1/440

Penicillium sp. NHS35-04 DQ810185.1 99% 1/439

Penicillium commune strain UWFP 775 AY213673.1 99% 1/439

Penicillium commune strain CBS 311.48 AY213672.1 99% 1/439

Penicillium commune AF236103.1 99% 1/439

Penicillium camemberti AJ004814.1 99% 1/439

Penicillium commune AJ004813.1 99% 1/439 

Penicillium solitum strain FRR 937 AY373932.1 99%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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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A-J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sp. AB274312.1 99% 1/446

Penicillium sp. NRRL 28143 AF125941.1 99% 1/446 

Penicillium brasilianum strain RMF 8007 AF178523.1 98% 5/425 

Penicillium skrjabinii AF178518.1 98% 6/418 

Penicillium paraherquei AF178511.1 98% 8/425

Penicillium sp. NRRL 28214 AF481123.1 98% 8/429 

Penicillium ochrochloron AJ509865.1 97% 12/446 

Penicillium donkii strain NRRL 5562 AF033445.1 97% 10/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002 AF481122.1 97% 10/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401 AF481119.1 97% 10/429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085242 DQ401549.1 98% 8/411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NRRL 1075 AF033440.1 96% 14/446 

Penicillium rolfsii strain NRRL 1078 AF033439.1 96% 14/446

Penicillium simplicissimum AHS-257-24 DQ026013.1 96% 14/437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NRRL 926 AF033441.1 96% 14/446

Penicillium canariense AF481121.1 97% 11/429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UWFP 720 AY213675.1 96% 14/445 

Penicillium simplicissimum AF203084.1 97% 12/425

Penicillium sp. GCA-683-22 DQ279802.1 96% 14/431

Strain A-K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Galactomyces geotrichum AJ279445.1 99% 2/332 

Dipodascus australiensis AF157596.1 97% 8/334 

Galactomyces geotrichum DQ668351.1 98% 6/321 

Dipodascus sp. AF481862.1 98% 6/313 

Geotrichum sp. AY513953.1 97% 9/327

Geotrichum sp. AY211069.1 97% 318/327

Galactomyces geotrichum strain YF07d DQ681363.2 98% 6/313 

Galactomyces geotrichum strain YF01f DQ681360.2 98% 6/313 

Galactomyces geotrichum DQ907937.1 96% 13/334 

Galactomyces geotrichum AJ279451.1 96% 13/332 

Geotrichum sp. AY787702.1 97% 7/302 

Geotrichum sp. DQ325461.1 96% 10/313 

Geotrichum sp. DQ325460.1 96% 10/313

Galactomyces sp. DQ286062.1 98% 3/282

Geotrichum candidum AJ853772.1 96% 11/313 

Galactomyces geotrichum AJ876893.1 96% 12/314 

Galactomyces geotrichum strain YA04a DQ680681.1 97% 6/294 

Geotrichum klebahnii strain KCTC 6183 AF015250.1 96% 10/325 

Galactomyces geotrichum strain PY-8 DQ683114.1 97%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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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A-L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
/compared

Penicillium sp. AB274312.1 100% 0/446 

Penicillium sp. NRRL 28143 AF125941.1 100% 0/446 

Penicillium brasilianum strain RMF 8007 AF178523.1 98% 5/425 

Penicillium sp. NRRL 28214 AF481123.1 98% 7/429

Penicillium skrjabinii AF178518.1 98% 6/418 

Penicillium paraherquei AF178511.1 98% 8/425 

Penicillium ochrochloron AJ509865.1 97% 9/446

Penicillium donkii strain NRRL 5562 AF033445.1 97% 9/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002 AF481122.1 97% 9/429 

Penicillium boreae strain NRRL 31401 AF481119.1 97% 9/429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NRRL 1075 AF033440.1 97% 13/446

Penicillium rolfsii strain NRRL 1078 AF033439.1 97% 13/446

Soil fungal sp. DQ914428.1 97% 13/437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NRRL 926 AF033441.1 97% 13/446 

Penicillium canariense AF481121.1 97% 10/429 

Penicillium ochrochloron strain UWFP 720 AY213675.1 97% 13/445

Penicillium simplicissimum strain 085242 DQ401549.1 97% 8/411

Penicillium simplicissimum DQ026013.1 96% 14/437 

Penicillium simplicissimum AF203084.1 97% 12/425 

A-A A-C A-H

A-I A-J

그림 11. IDH 유전자 분석용 사과분리 균주의 Conidiophores (25℃ 10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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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리균주의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polygalacturonase gene 

      유전체 확인 및 patulin 생성능 평가

   유전자 분석 결과 속단위로 분리 동정된 12종의 균주를 20% sucrose yeast 

medium과 5% 탄소원(dextrose, sucrose, glucose, fructose, lactose, galactose, 

maltose, mannitol, sorbitol, glycerol)과 0.1% yeast extract, 0.1% peptone을 함유

한 배지에서 30℃에서 14일간 배양하였다. 배양물은 Bio-Rad사의 InstaGeneTM 

Matrix를 이용하여 DNA 추출한 후 PCR 반응의 template로 사용하였다. PCR 반응은 

10 Mm Tris(pH 8.3), 50 mM KCl, 1.5 mM MgCl2, 0.2 mM dNTP로 구성된 반응물 

100 ㎕에 50 pmol primers와 Taq DNA polymerase 5U를 사용하여 92℃에서 1분, 

55℃에서 45초, 72℃에서 45초로 이루어진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유전자를 증폭하였

다. 이때 사용한 primer는 Penicillium expansum에서 patulin 생합성에 관여하는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유전자의 primer인 5‘-CAA TGT GTC GTA 

CTG TGC CC-3'와 5’-ACC TTC AGT CGC TGT TCC TC-3' 을 이용하였고, 

polygalacturonase gene의 primer인 5' ATC GGC TGCGGA TTG AAA G 3'과 5' 

AGT CAC GGG TTT GGA GGG A 3'을 사용하였다. 이후 증폭된 PCR products(5 

uL)는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Patulin 생성능은 ethyl-acetate를 이용하여 추출 ․ 농축하여 HPLC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표 8). Patulin 생성 표준 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과 분리 균

주인 P. crustosum은 20% sucrose yeast medium에서 그림 12와 같이 606 bp의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gene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외 사과에

서 분리된 균주 가운데 A-A, A-E, A-H, A-I 균주만이 IDH gene을 나타내었다(그림 

13). 반면 polygalacturonase gene gene 은 표준 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 뿐만 아니라 분리된 모든 균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14). 우선적으로 

20% sucrose yeast medium에서의 patulin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 TLC 분석시 P. 

griseofulvum ATCC 46037과 P. crustosum 균주에서만 표준물질과 동일한 발색을 

나타내었으나, HPLC 분석시 A-J 균주에서만 patulin 생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외

의 균주에서는 12.482~70.146 ppm으로 표준균주보다 낮은 생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준균주 및 20% sucrose yeast medium에서의 patulin 생성이 확인된 A-A, A-E, 

A-H, A-I 균주에 대하여 10종의 탄소원에 대하여 5% 탄소원을 함유하는 배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여 IDH gene과 patulin 생성능을 확인하였다. P. crustosum 

균주는 10종의 탄소원에 대해 모두 IDH gene을 가지고 있었으나, patulin 생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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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은 특이적으로 glucose, galactose, lactose, 

sucrose, mannitol, sorbitol, glycerol 에 대해서만  IDH gene을 나타내었다. 반면 

patulin 생성능에 있어서는 탄소원에 대해 비 특이적으로 IDH gene을 나타낸 P. 

griseofulvum ATCC 46037 균주에서 patulin 함량이 1075.4~29638 ppm으로, P. 

crustosum 균주 903.6~2805.6 ppm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외 분리균주의 

경우 A-A 균주는 모든 탄소원에 대해 IDH gene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glucose와 

fructose를 제외한 탄소원에서 patulin을 생성하였고, A-I 균주에서는 모든 탄소원에 

대해 IDH gene을 나타내었으나 patulin 생성은 모든 탄소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모든 균주에서 patulin을 생성하나 IDH gene의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TLC 분석방법시 검출한계인 20 ppm 이하인 시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선

별 방법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patulin의 HPLC 분석 조건

HPLC type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Detector UV 276nm

Column Shiseido (30 cm × 3.9 mm)

Flow rate 0.7 mL/min

Mobile phase DW : acetonitrile = 95 : 5

그림 12.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gene fragment를 probe로 한  P. 

griseofulvum(ATCC 46037)과 P. crustosum. PCR 산물의 agarose gel 전기영동 결

과 (Lane 1, ladder; Lane 2, P. griseofulvum ATCC 46037; Lane 3, P. 

crusto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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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gene fragment를 probe로 한 국내산 

사과 분리균주 12종 PCR 산물의 agarose gel 전기영동 결과 (Lane 1, 1 kb-plus 

ladder; Lane 2, fungi A-A; Lane 3, fungi A-B; Lane 4, fungi A-C, Lane 5, 

fungi A-D; Lane 6, fungi A-E; Lane 7, fungi A-F; Lane 8, fungi A-G; Lane 9, 

fungi A-H; Lane 10, fungi A-I; Lane 11, fungi A-J; Lane 12, fungi A-K; Lane 

13, fungi A-L.)

그림 14. Polygalacturonase gene fragment를 probe로 한 국내산 사과 분리균주 12

종 PCR 산물의 agarose gel 전기영동 결과 (Lane 1, 1 kb-plus ladder; Lane 2, 

fungi A-A; Lane 3, fungi A-B; Lane 4, fungi A-C, Lane 5, fungi A-D; Lane 6, 

fungi A-E; Lane 7, fungi A-F; Lane 8, fungi A-G; Lane 9, fungi A-H; Lane 10, 

fungi A-I; Lane 11, fungi A-J; Lane 12, fungi A-K; Lane 13, fungi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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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able 6. 분리균주의 patulin 생성능 (20% sucrose yeast medium에서 30℃ 

14일 배양) 

Strain Patulin contents (ppm)

P. griseofulvum ATCC 46037 410.690

P. crustosum 272.197

A-A  44.081

A-B  21.490

A-C  25.988

A-D  26.137

A-E  33.794

A-F  40.629

A-G  39.483

A-H  38.002

A-I  70.146

A-J -1)

A-K  12.482

A-L  25.361

1)검출되지 않음

표 10. 분리된 Patulin 생산균주의  isoepoxydon dehygrogenase (IDH) gene 검출여

부 비교 (5% carbon source medium)

Carbon 

source
Strains

P. griseofulvum 

ATCC 46037
P. crustosum A-A A-E A-H A-I

Dextrose -1) +2) - + + +

Glucose + + - + + +

Fructose - + - + + +

Galactose + + - + + +

Maltose - + - + + +

Lactose + + - + + +

Sucrose + + - + + -

Mannitol + + - + + -

Sorbitol + + - + + -

Glycerol + + - + + +

1)IDH 음성, 2)IDH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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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리된  patulin 생산균주의 patulin 생성능 비교 (5% carbon source medium

에서 30℃ 14일 배양)

(unit; ppm)

Carbon 

source
Strains

P. griseofulvum 

ATCC 46037
P. crustosum A-A A-E A-H A-I

Dextrose 2662.8 1137.2 14.564 - 15.643

Glucose 2290.7 1049.2 -1) - -

Fructose 2029.8 2805.6 - - 63.694

Galactose 3322.9 1336.6 18.330 17.962 22.203

Maltose 1750.1 1963.5 8.717 - 12.074

Lactose 3029.7 1622.9 3.569 135.294 6.449

Sucrose 2352.1 903.6 16.218 4.994 9.893

Mannitol 8505.5 1101.6 2.887 4.729 7.414

Sorbitol 1075.4 1295.6 4.385 3.829 6.096

Glycerol 29638.0 981.1 4.296 3.987 5.743

1)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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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생산 균류 제어

  가. Patulin 생성균류 접종 사과모델의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 사과의 일반 미생물 분석결과 1 kGy의 선량에서 90% 이상의 살균효과

를 나타내었다. Penicillium griseofulvum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실험에서, 1 kGy의 방

사선 조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102～103 CFU/g 단위 수준

의 제어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12).

Penicillium griseofulvum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patulin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방

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대조구는 4℃에서 400 ppm, 25℃에서는 800 ppm 단위의 

patulin이 검출되었으나 방사선 조사(1 kGy) 시료는 100 ppm 이하의 낮은 농도로 검

출됨을 확인하였다(그림 15).

표 12. 사과모델에서 방사선 조사 후 보존 기간 및 보존온도에 따른 patulin 생산균주

의 생장변화 

Total microorganism(CFU/g)

Sample 

group1) 4℃ 25℃

1 weeks 5 weeks 10 weeks 1 weeks 3 weeks 5 weeks

A 3.1×101 1.1×101 3.4×102 1.0×102 4.2×103 3.1×104

B 1.1×101 1.4×102 5.7×104 1.2×103 5.6×106 2.4×107

C 1.7×101 2.0×101 3.1×102 2.5×103 8.0×103 3.6×104

D 1.1×101 1.3×101 2.0×102 1.7×101 1.4×104 1.0×104

1)시료군 A: 대조군l, B: P. griseofulvum 접종군, C: 대조군 1 kGy 감마선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군 1 kGy 감마선조사

4℃ 보존                             25℃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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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과 접종모델에서 방사선 조사 후 보존 기간 및 보존온도에 따른 patulin 

생성량 변화. A: 대조군l, B: P. griseofulvum 접종군, C: 대조군 1 kGy 감마선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군 1 kGy 감마선조사 

  나. Patulin 생성균류 접종 배 모델의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 배의 일반 미생물 분석결과 1 kGy의 선량에서 90% 이상의 살균효과

를 나타내었다. P. griseofulvum (ATCC 46037)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실험에서, 1 

kGy의 방사선 조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102~103 CFU/g 단

위 수준의 제어효과를 보여주었다 (표 13). P. griseofulvum ATCC 46037을 인위적

으로 접종한 후 patulin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대조구는 

4℃에서 286 ppm, 25℃에서는 430 ppm 단위의 patulin이 검출되었으나 방사선 조사

(1 kGy)시 4℃와 25℃에서 각각 40, 184 ppm이 검출되어 60~80% 낮은 patulin 함

량을 나타내었다(그림 16). 

표 13. 배 접종모델에서 방사선 조사 후 보존 기간 및 보존온도에 따른 균류 생장변화 

Total microorganism(CFU/g)

Sample 

group1) 4℃ 25℃

2 weeks 4 weeks 6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A 3.0×101 4.2×102 4.0×103 2.3×101 7.9×103 6.0×104

B 1.0×101 3.5×103 4.6×105 3.0×101 5.7×104 1.9×107

C - 2.1×102 5.3×102 1.8×101 4.7×102 2.4×103

D 3.0×101 3.4×102 4.0×103 2.7×101 3.4×103 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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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대조군l, B: P. griseofulvum 접종군, C: 대조군 1 kGy 감마선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군 1 kGy 감마선조사 

4℃ 보존                             25℃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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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배 접종모델에서 방사선 조사 후 보존 기간 및 보존온도에 따른 patulin 생

성량 변화. A: 대조군l, B: P. griseofulvum 접종군, C: 대조군 1 kGy 감마선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군 1 kGy 감마선조사 

  다. Patulin 생산 균류의 감마선 감수성

  

표준균주로 분양 받은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균주와 자체 분리균주 

P-1을 potato dextrose agar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 0.1% Tween 80 용액 1 mL을 

첨가하여 포자를 씻어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하여 회수한 포자 현탁액을 여과한 후 멸균

수로 희석하여 10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포자현탁액을 멸균된 

50 mL polyethylene 용기에 넣은 다음 밀봉하여 방사선 조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

료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0,000 Ci, 60Co 감마선 조사시설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

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0.3, 0.5, 0.7, 1, 2,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감마선 조사가 끝난 포자 현탁액은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여 적절히 희석하여 

potapo dextrose agar 배지에 0.1 mL씩 접종하여 30℃에서 2~3일간 배양한 후 형

성된 colony를 계수하였다. 균주의 포자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은 CFU/mL의 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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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각 시험구의 평균 CFU 값은 제로선량 평균값(N0)으로 나누어 생존 균수

값은 N/N0로 나타내었다. log10 생존 균수값(log10 N/N0)은 그 이후 계산을 위해 사

용하였으며 D10값(90% 생존포자 균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kGy 선량)은 log 생균수값의 

직선회귀의 역기울기로 나타내었다(그림 17). 

  실험결과,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의  D10 value는 0.30 kGy로, 분리

균주인 P-1은 0.36 kGy로 조사되었다(표 14). 따라서 patulin 생성 곰팡이의 일반적 

살균은 2 kGy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14. Table 4. Patulin 생산 표준균주 P. griseofulvum과 국내산 사과 분리균주 

P-1의 감마선 감수성 

Strain
D10 value

(kGy)
Inactivation factor

Penicillium griseofulvum 0.30 3.66

Isolated mold (P-1) 0.36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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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atulin 생산 표준균주 P. griseofulvum과 국내산 사과 분리균주 P-1의 감

마선 조사에 대한 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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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분해

  가. 모델시스템에서의 patulin 분해효과

   유기산 및 ethanol에 의한 patulin 저감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15의 모델

시스템에서 반응 10일 경과후의 patulin 함량을 측정하였다. 증류수 첨가 대조구의 경

우 patulin 함량이 7.7~7.9 ppm으로 감소되었으며, 유기산 용액에서는 6.8~7.9 ppm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thanol 용액에서는 1% 용액에서 3.09 ppm 

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온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유기산 및 에탄올 수용액에서의 patulin 감소효과

Organic acid
Concentration(ppm)

4℃ 25℃

Control 7.943 7.736

1%

Lactic acid 7.574 7.238

Acetic acid 7.704 7.642

Citric acid 7.240 6.829

Malic acid 7.740 7.330

Ethanol 3.098 3.013

5%

Lactic acid 7.588 7.090

Acetic acid 7.924 7.633

Citric acid 7.757 7.309

Malic acid 7.744 7.231

Ethanol 3.399 3.196

10%

Lactic acid 7.502 6.915

Acetic acid 7.969 7.868

Citric acid 7.357 6.834

Malic acid 7.712 7.177

Ethanol 3.399 3.302

  유기산 및 ethanol 반응 시 감마선을 병용처리를 실시하여 patulin의 저감화 효과를 

표 16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Patulin의 잔류량은 7.7~7.9 

ppm 으로 나타났으나 감마선 조사(1 kGy)에 의해 대조구는 4℃, 25℃ 모두에서 1.1~ 

1.21 ppm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4℃에서 반응한 경우 유기산 용액에서는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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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하였으나 1% lactic acid와 malic acid의 경우 

3.94~3.76 ppm으로 대조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acetic acid, citric acid, 

ethanol 용액에서는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유기산 및 ethanol 

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patulin 저감화 효과는 lactic acid와 malic acid에서 관찰되

었다. 

표 16. 유기산 및 에탄올 수용액에서의 1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감소효과

Organic acid
Concentration(ppm)

4℃ 25℃

Control Distilled water 1.102 1.215

1%

Lactic acid 3.949 3.797

Acetic acid 1.262 1.257

Citric acid 1.291 1.274

Malic acid 3.767 3.470

Ethanol 1.313 1.372

5%

Lactic acid 1.906 1.858

Acetic acid 1.859 1.279

Citric acid 1.301 1.283

Malic acid 2.511 2.370

Ethanol 1.299 1.346

10%

Lactic acid 1.544 1.500

Acetic acid 1.824 1.987

Citric acid 1.307 1.272

Malic acid 1.821 1.767

Ethanol 1.325 1.373

   나. 사과주스 및 수용성 모델시스템에서 감마선을 이용한 patulin의 저감화

   표준품으로 사용한 patulin은 1,000 ppm으로 증류수에 녹인 후 최종 농도가 50 

ppm 이 되도록 사과 주스, 1% 유기산 용액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아미노산 용액 (aspartic acid, asparagine and glutamic acid) 과 

ethanol 용액에 첨가하여 각각의 용액을 1~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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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저장하면서 patulin 함량을 측정하였다. 사과 주스에 1 kGy 조사시 patulin 함량

은 67% 감소하였으며, 5 kGy 조사시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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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증류수 및 사과주스에서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

    유기산 용액 모델시스템에서는 1 kGy 조사 시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그리고 ascorbic acid 용액의 잔류 patulin은 각각 초기농도의 2.3%, 31.2% 

6.1%, 21.9% 로 나타났다. 사과의 대표적인 아미노산 구성성분인 aspartic acid, 

asparagine and glutamic acid를 첨가한 수용액에서 patulin의 저감화를 살펴 본 결과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에서는 1 kGy 조사시 90% 이상의 patulin 저감화를 나

타내었으며, histidine은 30%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1%의 ethanol 용액에서

는 1 kGy의 감마선 조사 후에도 12.5%의 patulin이 잔류하였다. 곰팡이독의 일종인 

patulin은 free radical에 의하여 분해되며, 방사선 조사는 free radical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공정으로, 이미 식품의 살균 등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

서 사과나 사과즙의 patulin 저감화 공정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면 

radio-degradation에 의한 직접적인 patulin 제거효과는 물론 patulin 생성 균류의 제

어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atulin의 radio-degradation에 요구되는 방사선 조사선량은 특히 대상 

제품의 유기산 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추후 각 제품에 적정한 조사선량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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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유기산 용액에서의 감

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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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아미노산 용액에서의 감

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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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에탄올 용액에서의 감마

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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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용액 모델시스템에서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 (25℃ 저장)

(unit ; %)

Dose

(kGy)
Treatment

Storage period (days)

0 5 10 20 30

0

Water Water 100  95.005±0.3361)  79.052±2.680  82.913±2.272  11.434±2.451

Organic 

acid

Malic acid 100  96.351±2.511  87.077±3.172  41.402±1.100   1.818±0.712

Citric acid 100 100.816±1.296  90.989±14.348  90.403±8.575  75.166±1.217

Lactic acid 100  99.447±1.001  91.342±12.129  90.135±6.214  79.486±1.021

Acetic acid 100 103.371±2.458  91.807±13.837  94.415±9.397  79.661±3.567

Ascorbic acid 100  77.983±2.515  84.915±5.121  33.254±3.542   9.032±1.041

Amino 

acid

Aspartic acid 100  87.120±3.110  82.132±3.547  36.122±1.016   8.900±1.026

Serine 100  81.047±4.015  68.±363±3.575  33.503±1.102  12.652±0.867

Threonine 100  88.898±3.813  77.600±4.512  37.444±3.175  12.493±1.103

Glutamic acid 100  93.016±3.585  80.771±4.051  37.344±1.072  12.652±1.106

Histidine 100  95.016±3.585  84.734±3.479  40.186±2.314  27.812±1.014

Ethanol Ethanol 100 100.724±5.369  85.226±9.834  82.913±5.623  57.281±1.014

1

Water Water   0.585±0.012   0.333±0.015   0.140±0.001 -
2) -

Organic 

acid

Malic acid  31.435±2.547  27.687±1.512  29.343±1.109  13.564±0.515 -

Citric acid   2.290±0.147   3.376±0.631   2.827±0.789   2.314±0.412   1.751±0.141

Lactic acid  31.213±1.015  32.396±6.944  31.101±5.575  32.369±2.328  30.388±1.512

Acetic acid   6.142±1.141   5.170±1.149   5.208±1.389   5.298±1.515   5.884±1.120

Ascorbic acid  50.797±3.412  43.189±2.176  26.170±1.514  17.770±0.604  10.472±0.132

Amino 

acid

Aspartic acid   3.808±0.179  11.687±1.512   5.738±0.104   6.067±0.515   1.772±0.311

Serine  39.691±2.144  31.881±3.002  29.319±2.471  13.822±1.413   8.512±0.413

Threonine  36.236±3.371  29.957±3.111  28.086±1.014  13.897±1.057   9.433±0.730

Glutamic acid   7.020±0.571   7.092±0.216   5.728±0.311   4.385±0.021   4.837±0.011

Histidine  69.051±5.174  58.133±4.455  56.005±4.871  25.897±3.130  16.475±1.004

Ethanol Ethanol  12.490±1.020  12.138±2.701   9.442±0.208  11.028±0.789  11.406±0.415

1)Values are Mean±SD.

2)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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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atulin의 감마선 분해 중간산물 구조분석

   Patulin의 감마선 조사는 patulin 표준품을 100ppm 농도로 제조하여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선원 300,000 Ci, 60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의 

구조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1차적인 분석은 Agilent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Series 1200, Agilent technology, Palo Alto, CA, USA)

에서 Agilent zorbax eclipse XDB-C18 (250mm x 4.6mm, i.d. 5μm) column을 이

용하였으며, 불활성화 된 patulin의 구조분석을 위해 reparation column  C18 

(250mm x 10mm, i.d. 5μm)과 C18 guard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254 nm에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이동상으로 DW : acetonitrile = 95 : 5 을 이용하

여 유속은 각각 1.0, 3.0 mL/min으로 하였으며, column 온도는 25℃를 유지하였다. 

용매 및 시료는 0.45μm filter 를 이용하여 filter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1H 측정은 TMS(tetramethyl siliane)이 포함된 DMSO(dimethyl sulfoxide)-d6와 

CDCl3를 용매로 사용하여 FT-NMR 분광기(Varian Gemini 500 MHz)로 분석하였다. 

FT-IR 스펙트럼은 IR 분광기(MIDAC Prospect)를 사용하여 암염 기판 및 KBr pellet 

형태로 측정하여 얻었다. UV-Visible 측정은 UV/VIS분광기(Shimadzu Model 5840)

를 사용하였다. 질량분석시 fast atom bombardment mass spectrum(FAB/MS)는 

JMS-AX505WA mass spectrophotometer(JEOL, Akishima, Japan)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matrix는 MeOH에 m-nitrobenzyl alcohol(NOBA) 시약을 첨가하여 양이온 모드

에서 실시하였다. 

   HPLC 분석 결과 그림 22에서와 같이 patulin은 A와 같이 RT 5 min에 단일 peak

를 나타내었으며, 0.5 kGy 조사 후 B 와 같이 RT 2.5, 5 min에 두 개의 peak를 나타

내어, 순수한 patulin 이외에 감마선 조사에 의해 RT 2.5 min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patulin은 90% 이상 감소되었으

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기존 patulin과 유사한 함유량으로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에서의 조건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peak의 양을 안

정적으로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조건을 설립한 것으로 patulin 100ug 을 500 Gy/hr 

선량으로 2시간 조사한 후 그림 23에서와 같이 fraction 1 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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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IR 스펙트럼은 그림 2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patulin과 감마선 조사 후 생성된 

fraction 1에 대해 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특정한 작용기가 흡수하는 적외선 스

펙트럼 영역을 확인하였다. 이는 작용기는 화합물이 다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적외선 흡수를 나타내며, A에서와 같이 patulin은 1680-1750 cm-1 에서 ketone의 

C=O, alcohol의 O-H는 3400-3650 cm-1, alkene의 C=C 흡수는 1640-1680 

cm-1, C-O 흡수는 1050-1150 cm-1 에서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fraction 1의 경우 control과 비교하여 ketone의 C=O group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patulin에 특이적으로 결합된 lactone ring 구조가 파괴되었다고 판단된

다. 

   그림 25에서는 자외선 분광분석을 통하여 물질 고유의 최대 흡수파장을 측정하였

다. Patulin의 경우 λmax=280 nm 이었으나 감마선 조사 후 생성된 fraction 1의 경

우 λmax=254 nm 를 나타내어 blue shift (hypsochromic) 현상을 나타내었다. 일반

적으로 conjugation이 증가하면 전자 전이에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하며 최대 흡수파장

(λmax)은 장 파장쪽으로 이동한다 (red shift, bathochromic).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

성된 fraction 1의 경우 blue shift (hypsochromic)를 나태내어 구조적으로 

resonance 보다는 single bond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1H-NMR spectra 결과를 그림 26에 나타내었으며, 감마선 조사 후 생성된 

fraction 1의 signal은 4 ppm 이하에서 나타내어 benzene ring 구조 등의 aromatic 

ring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IR 결과에서 유추한 C=O bond 를 가지는 않는 C=C, 

C-H, -OCH3 구조를 포함한 alkane, alkene, ring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로 추정된다.

   FAB-Mass 결과에서는 m-nitro benzyl alcohol을 matrix로 사용하였으며, 136, 

154, 289, 307, 391, 460 peak는 matrix peak에 해당된다(그림 27). 또한 176, 329, 

413 peak는 m-nitro benzyl alcohol + Na+ peak에 해당된다. 대략적으로 patulin에 

1 kGy의 감마선 조사 후 생성된 물질은 patulin (MW; 154) 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분자 혹은 저분화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patulin은 감마선 조사 후 대부분 UV 발색단을 가지는 않는 물질로 깨

어지고, 잔류하는 patulin 양과 동일한 양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분석 한 결과 C=O 

bond 를 가지는 않는 C=C, C-H, -OCH3 구조를 포함한 alkane, alkene, ring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로 추정된다(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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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kGy)

B (0.5 kGy)

C (1.0 kGy)

그림 22. Patulin 표준품과 감마선 조사 patuline의 HPLC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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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 kGy 감마선 조사 patuline의 HPLC 분석결과 

A

B

그림 24. Patulin (A)과 1 kGy 감마선 조사 patuline 분획(B)의 IR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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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atulin과 1 kGy 감마선 조사 patuline의 UV-Vis 분석결과

A

B

그림 26. Patulin(A)과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B) 분획의 1H-NM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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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B) 분획의 FAB-Mass 분석결과

A B C Dp E

Patulin 4,4-dimethyl-

4H-pyran

4H-pyran-4-ol 4-methyl-4H-

pyran 

1,4-dioxine

그림 28.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B) 분획의 구조 추정

  라. 감마선 분해 산물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1)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patulin을 첨가하였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균수는 1.8 × 109/mL 수준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사활성 부재 시

의 경우, 시험균주에서 0.5~1.0 kGy 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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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활성계(S-9 

mixture)를 도입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적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

으로 하므로 감마선 조사된 patulin에 대한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urgler등(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plate 이상의 농도에서는 독성을 나타낸 

반면, 100 ㎍/plate 이하의 농도에서는 변이원성을 유발하지 않은 점과 동일하게 감마

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patulin 시료에서는 100 ㎍/plate 이하의 농도에서 변이원성

을 유발하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Wehner , Nagao, Ueno (2～5)등의 연구 결

과에서 patulin의 돌연변이원성 측정 결과 변이원성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 실

험에서 감마선 조사된 patulin의 안전성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18. Patulin 표준품과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의 Salmonella Typhimurium 복

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patulin dose ; 50 ㎍/plate)

Irradiation dose 

(kGy)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 100 (-S9) TA 100 (+S9)

0 586±321) 710±27

0.5 154±10 160±13

1.0 132±14 101±7

Negative control H2O 237±12 244±13

Positive control
SA2) 419±25

2-AA 504±22

1) Values are Mean±SD.

2) Abbreviations: SA, Sodium azid; 2-AA, 2-Aminoanthra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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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OS chromotest에 의한 항변이원성 실험

   변이원 mitimycin C를 사용했을 때의 SOS chromotest 결과를 표 19에 나타내었

다. 시료의 농도가 100 ppm인 경우 조사선량에 따라 항변이원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해 0.5 kGy 조사 시료에서는 항 변이원성이 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1 kGy 조사시 71%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감마선 조사로 인해 불활성화된 

patulin은 본래의 특성을 소실하여 항변이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Patulin 표준품과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의 E. coli PQ 37 항변이원 시험 

결과

(patulin dose ; 100 ppm)

Irradiation dose 

(kGy)

β-Galactosidase

activity

 (unit)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unit)

R

factor
IF

Anti-

mutagenicity

(%)

Negative control 0.512±0.002 41.013±0.001 0.012 0

Positive control 27.653±0.001 31.082±0.003 0.890 1 100

0 20.937±0.001 29.719±0.002 0.704 0.792 21.110

0.5 14.029±0.003 28.077±0.001 0.500 0.562 44.459

1.0 5.666±0.001 21.879±0.001 0.259 0.291 71.873

    (3) 세포실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불활성화된 patulin의 독성평가에 사용된 세포는 liver cancer 

HepG2이며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아 실험하였다. A-549의 경우는 플라스크 바닥

에 단층으로 부착하여 자라는 세포주이며, 이와 같은 부착 세포인 경우trypsin-EDTA 처

리 후 계대배양 하였다. 배양액은 RPMI 1640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FBS), 

Sodium bicarbonate, 100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로 배양하였다. Carmichael(1987) 등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 실험을 

실시하였다. 96 well plate bottom microtiter의 각 well에 logarithmic phase에 도달한 

암 세포주를 적정농도로 180 uL 되게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시료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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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로 조제하여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

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용액을 20 uL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하

여 formazan을 형성시킨 후 조심스럽게 상등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150 uL를 

첨가하여 30분간 교반하여 formazan을 녹인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였다. Patulin을 각각 1 ~ 20 kGy로 조사한 시료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5 kGy 조사한 시료에서는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으며, 1 kGy 조사한 시료에서는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9,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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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MTT assay를 이용한 Patulin 표준품과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의 

human liver cell(HepG2) 세포독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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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MTT assay를 이용한 Patulin 표준품과 1 kGy 감마선조사 patuline의 human 

liver cell(HepG2) 세포독성 평가 .

uM 0 kGy 1 kGy 5 kGy 10 kGy 20 kGy

0 100 100 100 100 100

5 76.891 95.031 104.316 86.857 97.828 

10 84.046 82.236 107.628 98.685 104.589 

20 60.739 89.292 110.424 112.521 1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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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마선 조사 과실류의 보존성 및 품질특성 평가

  가. 사과

   

사과의 patulin 생성 균류의 제어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방

사선을 조사한 사과의 일반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사과는 수확 후 

외관이 건전하고 병반이 없으며 균일한 크기의 사과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험구는 

A(대조구), B(P. griseofulvum을 접종), C(1 kGy 감마선 조사), D(P. griseofulvum을 

접종한 다음 1 kGy 감마선 조사 실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방사선 조사 사과의 부패도 평가 

    사과의 외관 관찰결과 실험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사과의 부패를 유의적으

로 지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0, 그림 31, 표 21, 표 22)

그림 30. 사과 4℃ 저장 5주 후의 외관변화. A(대조구), B(P. griseofulvum을 접종), 

C(1 kGy 감마선 조사), D(P. griseofulvum을 접종한 다음 1 kGy 감마선 조사 실시)

그림 31. 사과 25℃ 저장 5주 후의 외관변화. A(대조구), B(P. griseofulvum을 접종), 

C(1 kGy 감마선 조사), D(P. griseofulvum을 접종한 다음 1 kGy 감마선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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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과 4℃ 저장 5주 후의 부패부위 측정

Sample 

group1)

1 weeks 5 weeks 10 weeks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A 2.0 14.5 70 12.7 98 22.7

B 2.0 30.1 136 100 224 100

C 2.0 -2) 15 2.7 18.5 5.1

D 2.0 5.3 8 62.0 13 64.0

1)A(대조구), B(P. griseofulvum을 접종), C(1 kGy 감마선 조사), D(P. griseofulvum

을 접종한 다음 1 kGy 감마선 조사 실시)

2)101 CFU/g 수준의 검출한계에서 검출되지 않음

표 22. 사과 25℃ 저장 5주 후의 부패부위 측정

Sample 

group1)

1 weeks 3 weeks 5 weeks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Diameter of 

lesion(mm)

Rotting 

rate(%)

A 2.0 -2) 15.2 26.4 43.3 62.1

B 2.0 15.4 33.3 42.5 118.0 100

C 2.0 5.0 - 26.1 34.0 70.0

D 2.0 9.2 20.0 35.7 28.6 80.3

1)A(대조구), B(P. griseofulvum을 접종), C(1 kGy 감마선 조사), D(P. griseofulvum

을 접종한 다음 1 kGy 감마선 조사 실시)

2)101 CFU/g 수준의 검출한계에서 검출되지 않음

    (2) 총 당 및 환원당 함량

    감마선 조사 사과의 저장기간 중 각 시료의 총 당 함량과 환원당 함량 측정 결과

는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사과의 당 함량은 맛 뿐만 아니라 저장수명에도 영향

을 끼치는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사과의 당 함량은 성숙과정이나 저장기간 동안 전분

의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기도 한다. Forney

와 Austin은 당 함량이 높을수록 저장기간이 길어지며, 당 함량과 보존 기간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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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들의 결

과와 유사하게 사과의 저장온도에 따라 총 당 함량이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본 실험에서 사과의 총 당 함량 변화는 각 시험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

나, 일반적으로 4℃의 냉장 저장 시에는 대부분의 시험구에서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 당 함량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실온 저장 조건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감마선 조사에 따른 총 당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

의 총 당 함량은 감마선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온도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과의 환원당 함량 변화는 감마선 조사 여부 및 보존온도에 크게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사과의 환원당 함량변화에 대한 보고를 살펴

보면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환원당 용출이 적다는 보고와 환원당 용출은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보고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는 전

자보다는 후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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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방사선 조사 사과 저장 총 당(A) 및 환원당(B) 함량의 변화 (시료 ○: 대조구 4℃ 

저장, □: 대조구 25℃ 저장, ●: 1 kGy-조사 후 4℃ 저장, ■: 1 kGy 조사후 25℃ 저장)

    (3) 총 phenolic compound 및 flavonoid 함량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로 다양

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각 화합물의 작용기에 따라 항산화 효과 등과 같은 다양

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감마선 조사 사과의 총 phenolic 

compound 및 flavonoid 함량 측정결과는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저장온도에 따른 사

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4℃의 냉장 저장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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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저장 5주까지 증가하였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고 25℃의 상온에서는 점차 감

소하였으며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의 감마선 조사는 사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총 페놀화합물 함량변화의 경향은 페놀화합물 함량이 냉

장 저장 중에 증가한다고 발표한 Poter 등의 연구보고, 상온(25℃)저장의 경우 보존 3

주 이후부터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발표한 Asemota 등의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과의 총 페놀화합물은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

로 수확 직후 냉장 저장 중에는 비교적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총 페놀화합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는 저장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

법임을 재확인하였다. 사과의 저장온도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 또한 4℃의 

저온저장 조건이 25℃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편,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유지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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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사선 조사 사과 저장 중 phenolic compounds(A)와 and flavonoids (B) 함량의 

변화 (시료 ○: 대조구 4℃ 저장, □: 대조구 25℃ 저장, ●: 1 kGy-조사 후 4℃ 저장, ■: 

1 kGy 조사후 25℃ 저장)

    (4) 환원력 및 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소거능

    식품의 환원력(reducing power)은 항산화성을 판정하는 기준의 하나이며, 식품의 

생체 이용적 측면에서 환원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큰 물질일수록 산화 예방 및 항산화

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준비한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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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시료는 보존 1주후까지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환원력이 다

소 낮았으나, 이후 보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와의 차이는 없어지고 저장온도

의 영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

은 없었으며, 저온저장에서 상온저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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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사선 조사 사과 저장 중 환원력(A)과 DPPH radical 소거능(B)의 변화 (시료 

○: 대조구 4℃ 저장, □: 대조구 25℃ 저장, ●: 1 kGy-조사 후 4℃ 저장, ■: 1 kGy 조사후 

25℃ 저장)

    (5) 물리적 특성변화

    사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10주간 저장하면서 중량과 기계적 물성(strength, 

cohesiveness, hardness)의 변화를 측정하였다(그림 34). 사과는 약 85% 이상의 높

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로 수확 후 저장, 유통 과정에서 상대습도가 낮은 경우 

표피에서 수분이 증발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량 감소와 더불어 위조현상, 

조직감 감소가 나타나 사과의 품질이 저하하게 된다. 실험결과, 사과의 중량변화는 감

마선 조사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온도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보존

의 경우 보존 10주 후 약 1~2%의 중량 감소가 나타난데 비하여 25℃ 보존 시에는 

10주 후 5~6%의 중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사과의 기계적 물성 변화와 연화 등은 중

량 감소뿐만 아니라 polygalacturonase, β-galactosidase, pectinesterase 및 

cellulase 등의 효소에 의한 펙틴의 가용화, 세포벽 성분의 변화 등과 같은 생리화학적

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사과의 strength는 전체적으로 보존 5주째까지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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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가 이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보존온도에 따른 

strength 변화는 유의적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즉, 보존 10주 후 4℃에 저장한 사과의 

strength는 25℃ 저장 시료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감마

선 조사는 사과의 strength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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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사선 조사 사과 저장 중 weight(A), strength(B), cohesiveness(C) and 

hardness(D)의 변화 (시료 ○: 대조구 4℃ 저장, □: 대조구 25℃ 저장, ●: 1 kGy-조사 

후 4℃ 저장, ■: 1 kGy 조사후 25℃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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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siveness는 모든 시료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감마선 조사 시험구의 cohesiveness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사과의 cohesiveness는 보존온도보다는 감마선 조사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과의 hardness는 보존온도와 감마선 조사 모두에 의하

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온도에 따른 hardness의 변화를 살펴보면, 4℃ 

보존의 경우 보존 5주째까지는 hardness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거나 유

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5℃ 보존에서는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동일 보존온도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험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hardness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보존 10주 경과 이후에는 감마선 조사구

와 대조구간에 hardness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

에 의해 과실이나 견과류의 경도가 감소되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의 차

이가 줄어든다고 발표한 Kwon 등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6) 색도변화

    사과를 감마선 조사한 후 각각 4℃와 25℃에 보관하면서 과피 및 과육의 기계적 

색도 변화를 측정하여 표 23에 나타내었다. 과피의 명도(L)변화는 감마선 조사 후 2

5℃에 저장한 시험구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다른 시험구에서는 유의적인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피의 적색도(a)는 일반적으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이었으나 감마선 조사 후 4℃ 저장 시험구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체

적으로 25℃ 저장된 시료의 적색도(a)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과피의 황색도(b)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 후 25℃ 저장 시험구에서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험구에서

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과피의 색도변화는 4℃ 저장 시료보다는 

25℃ 저장시료에서 다소간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특히 감마선 조사 후 25℃ 저장 시료

에서 보다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육의 색도변화에서 명도(L)는 모든 시료에서 증가하

였으며, 적색도(a)와 황색도(b)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육의 색도변화는 

저장온도의 차이와 감마선 조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부분적으로 과육의 내부 갈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

나(32) 본 실험에서 일반적인 과실류의 검역처리 기준으로 적용한 1 kGy의 감마선 조사

선량에서는 사과 과육의 색도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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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방사선조사 사과의 4℃ 및 25℃ 저장 중 과피 및 과육의 기계적 색도변화

Storage
Temp.

Hunter
parameter

Storage 
period 

(weeks)

Peels Flesh

Control 1 kGy-
irradiated apple Control 1 kGy-

irradiated apple

4℃

L

0 43.882 39.582 63.572 61.736

5 39.788 39.582 66.321 62.535

10 41.009 39.682 64.192 65.617

a

0 12.514 21.649 -0.944 2.088

5 20.814 21.649 -0.733 2.010

10 19.315 18.435 0.551 0.043

b

0 16.431 12.798 16.045 16.023

5 12.877 13.420 11.410 14.517

10 13.795 11.657 12.805 11.892

25℃

L

0 46.450 37.146 59.464 59.853

5 42.588 39.369 67.633 65.524

10 43.025 43.021 68.080 67.220

a

0 11.818 19.768 3.765 2.502

5 20.022 21.702 0.664 1.684

10 23.755 24.633 0.607 1.432

b

0 18.488 12.090 17.418 17.347

5 16.759 14.421 11.758 11.206

10 15.251 17.145 12.779 12.799

    (7) 관능평가

    각각의 저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사과의 관능적 품지평가를 실시하여 표 

24에 나타내었다.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품질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4℃ 저장

시 대조군은 저장조건에 따른 관능적 품질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25℃ 저장

의 경우 저장 5주째에 기호도의 저하가 나타났다. 동일온도 저장의 조건에서 4℃ 저장

의 경우에는 대조군과 감마선 조사(1 kGy) 처리군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5℃ 저장 조건에서는 감마선 조사 시험구의 관능적 선호도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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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방사선 조사 사과의 저장 중 관능평가 결과

Storage 
(weeks)

Sensory 
parameters

Treatment1)

SEM2)

A B C D

0

Odor 6.88a3) 6.77b 6.77b 6.88a 0.15

Texture 6.40b 6.00d 6.55a 6.21c 0.19

Juiciness 6.67a 6.00b 6.56a 6.10b 0.30

Acidity 6.22c 6.44a 6.00d 6.33b 0.29

Sweetness 6.67b 6.22c 6.89a 6.67b 0.31

Overall 
acceptances 6.89b 6.22d 7.00a 6.67c 0.28

5

Odor 6.77a 6.55a 5.56b 4.66c 0.04

Texture 6.88a 6.44a 5.78b 3.67c 0.10

Juiciness 6.78a 6.33ab 6.12b 4.67c 0.44

Acidity 6.44a 6.11a 6.22a 4.33b 0.48

Sweetness 6.56a 6.22a 6.22a 4.22b 0.46

Overall 
acceptances 6.55a 6.44a 5.40b 4.11c 0.19

10

Odor 6.44a 6.67a 5.50b 5.21b 0.28

Texture 6.40a 6.11a 3.67b 3.44b 0.55

Juiciness 6.22a 6.33a 3.67b 3.10b 0.06

Acidity 6.33c 5.88b 4.22c 3.78c 0.37

Sweetness 6.11a 6.44a 4.00b 3.44c 0.41

Overall 
acceptances 6.30a 6.22a 4.78b 3.22c 0.33

1)시료 A: 대조구 4℃ 저장, B: 1 kGy-조사 후 4℃ 저장, C: 대조구 25℃ 저장, D: 1 kGy 조사후 

25℃ 저장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3)Mean values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Score are evaluated from extremely dislike(1 point) to extremely like(9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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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

   배의 paulin 생성 균류의 제어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방

사선을 조사한 사과의 일반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배는 수확 후 외

관이 건전하고 병반이 없으며 균일한 크기의 사과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험구는 

A(대조구), B(Penicillium griseofulvum을 접종), C(감마선 조사), D(Penicillium 

griseofulvum을 접종한 다음 감마선 조사 실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시험용 균주는 

patulin 생산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ATCC 46037)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균주를 potato dextrose agar

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 0.1% Tween 80 용액 1 mL을 첨가하여 포자를 씻어내는 조

작을 3회 반복하여 회수한 포자 현탁액을 여과한 후 멸균수로 희석하여 10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포자 현탁액에 접종 침을 담갔다가 과피의 

유포(oil grand)부분을 약 1 mm 깊이로 침 접종하였다. 접종된 과일은 30 × 40 cm 

비닐팩에 10개씩 넣고 4, 24℃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방사선 조사

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0,000 Ci, 60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의 확

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5.4% 이내로 

하였다. 실험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배의 부패를 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으

며, 저장 시 실온(25℃)에서 보다 냉장(4℃)에서 부패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표 

25, 표 26).

표 25. 방사선 조사 배의 4℃ 저장 중 부패도 변화 

Diameter of lesion(mm)

0 week 2 week 4 week 6 week

A 0 4.8 12.4 20.3

B 0 5.2 24.8 32.0

C 0 0  5.5  8.0

D 0 0 13.0 18.5

1)A: 대조구, B: P. griseofulvum 접종 C: 대조구 1 kGy 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 후 1 kGy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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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방사선 조사 배의 25℃ 저장 중 부패도 변화 

Diameter of lesion(mm)

0 week 2 week 4 week 6 week

A 0  8.3 13.5 23.4

B 0 18.0 48.3 55.6

C 0  3.0  8.1 18.5

D 0 13.2 26.4 36.3

1)A: 대조구, B: P. griseofulvum 접종 C: 대조구 1 kGy 조사, D: P. griseofulvum 

접종 후 1 kGy 조사.

  다. 복숭아

    (1) 부패도 및 미생물 생장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생장과 부패에 의한 외관적 병반 

발생률을 그림 34-A에 나타내었다. 25℃의 저장조건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

조사시료는 보존 5일째에 약 50%의 병반이 나타났으며, 1주 이후에는 거의 100%의 

병반 발생률을 나타내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4℃의 저장조건에서 비조사

시료는 보존 3주째에 약 10%의 병반이 관찰되었으며, 6주 이후에는 45%의 병반 발생

률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시료는 25℃의 저장조건에서도 1주일 이후 

약 5%의 병반 발생률을 나타내어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외관상의 보존기간을 1주일가

량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주 이후에는 모든 시료에서 병반이 발생하였

다. 한편, 1 kGy 감마선 조사시료는 4℃의 저장조건에서 6주 이후에도 5% 이하의 낮

은 병반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병반 발생률 감소는 복숭아 표면

에 부착된 부패성 미생물의 살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시료로 사용된 복숭아

의 초기 미생물 오염도는 일반호기성세균과 효모가 약 104 CFU/g, 곰팡이는 102 

CFU/g 수준이었으나, 복숭아에 과실류의 방사선조사 Codex 권장 선량인 1 kGy의 감

마선을 처리하였을 때 일반호기성세균은 3 log, 효모는 2 log, 곰팡이는 1 log 단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보존기간과 보존 온도, 감마선 조사 여부에 따른 복숭아의 호기성세균(그림 34-B), 효

모(그림 34-C), 곰팡이(그림 34-D) 생장을 viable count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감마선

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 시료의 호기성 세균은 25℃ 저장조건에서 보존 초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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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g에서 저장 1주 후 107 CFU/g 수준으로 증식하였다. 이에 비하여 4℃의 냉장 

저장 조건의 대조군은 3주째까지 보존초기의 103 CFU/g의 오염수준을 유지하였으며, 

4주째부터는 점차 생장이 나타나 보존 5주째 105 CFU/g 이상으로 증식하였다. 비조사 

시료에서 효모와 곰팡이의 생장 또한 일반세균과 마찬가지로 25℃ 온도조건에서는 저

장 1주 후 106~107 CFU/g 수준으로 증식하였으며 4℃ 냉장보존의 경우에는 상온에 

비하여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어 보존 3주 이후 효모는 105 CFU/g 수준, 곰팡이는 

102 CFU/g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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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부패율(A) 및 총 호기성세균(B), 효모 (C), 곰

팡이(D)의 생장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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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Gy 감마선 조사시료는 조사 직후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일반호기성세균 3 log, 

효모 2 log, 곰팡이 1 log 단위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초기 미생물

의 제어효과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선량에서 저항성을 나타내는 미생물군이 101 

CFU/g 내외로 잔존하였다. 감마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은 25℃ 저장조건에서 1주 

이후까지는 생장이 억제되었으나 보존 2주 이후에는 일반세균과 효모는 106 CFU/g 

까지, 곰팡이는 104 CFU/g 수준까지 생장하였다. 감마선을 조사한 후 4℃의 냉장조건

에 보존한 복숭아는 보존 6주 이후까지도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 kGy의 감마선 조사는 대조구에 비하여 상온에서는 1주 정도의 미생물학적 

보존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후 냉장보존 조건에서는 6주 이상의 미

생물학적 보존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복숭아에는 환경에서 유래한 다양한 미생물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Botrytis allii, Penicillium hirsutum, Botrytis cinerea  등은 저온의 환경에서도 생존

이 가능하여 저온저장 복숭아의 부패를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저온저장이 

복숭아의 보존성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약 2주 내외의 기간으로 제

한되는 바, 감마선 조사를 병행할 경우 복숭아의 미생물학적 보존기간을 6주 이상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복숭아의 보존성은 미생물학적 관점 뿐 아

니라 수분의 손실, 관능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중량, 외관 및 경도

   복숭아는 전체중량의 85~9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이 10% 이상 소

실되면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의 수분 감소는 외관적인 상품

성 저하 뿐 아니라 조직감 저하, 신선도 저하, 중량감소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일

의 수분감소는 수확 후 호흡작용, 증산작용 등에 의해 발생되며 과일의 종류, 저장 및 

유통 방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감마선 조사 복

숭아의 저장 중 중량감소와 외관적 품질 특성 변화를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25℃ 저

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험구는 2주, 대조구는 1주만에 병반 발생이 관찰되어 이후

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1주까지의 중량 감소는 유의차가 없었다. 4℃ 냉장 저장 

조건에서 보존 2주까지는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간의 중량 감소에 차이가 없

었으나 보존 3주 이후부터는 감마선 조사 시료의 중량감소가 비조사시료에 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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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복숭아의 외관상 위축률 역시 냉장 저장 조건에서는 보존 

2주 까지는 대조구와 조사구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주 이후부터는 감마선 조

사 시료의 위축률이 비조사시료에 비하여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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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중량감소(A) 및 위축도(B)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복숭아의 조직감을 결정하는 요인 중 조직의 단단함 정도인 경도를 기계적으로 측정하

여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경도의 측정은 3주 이상의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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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 시료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 모두 보존기

간에 따라 경도가 낮아졌으나 감마선 조사 시료가  비조사 시료에 대하여 경도의 감소

율이 다소 낮은 경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복숭아의 수분이 10% 이상 소실되면 상품가

치가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냉장보존의 조건에서 비조사 시료는 약 

3주, 감마선 조사 시료는 약 4주의 외관적 보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

가 1주 내외의 보존성 증진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복숭아의 조직감을 결정하

는 조직의 단단함, 즉 경도의 감소 또한 감마선 조사 시료가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다

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 1 2 3 4 5 6

Storage period (weeks)

H
a
rd

n
e
s
s
 (

g
)

그림 36.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기계적 경도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3) pH 및 총 당 함량

   감마선 조사 복숭아와 비조사 복숭아의 냉장저장 중 pH와 적정산도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그림 37). 복숭아의 초기 pH는 약 4.7 수준이었으며 보존 기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보존 4~5주째에 pH 5.8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

사 시료간의 pH 변화는 통계적 유의차(p<0.05)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숭아의 보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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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정산도는 0.24% 수준이었으며 보존 기간 동안 다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감마선 조사 시료의 적정산도가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다

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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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pH(A)와 적정 산도(B)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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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의 냉장저장 중 각 시료의 총 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8에 나타내었

다. 4℃의 냉장 저장 조건에서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저장 2주째까지는 8%에

서 10%까지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간의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

로 과일의 저장 중 당 함량은 수확 후 후숙 과정에 의해 고분자물질의 분해로 저장 초

기 증가한 다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복숭아의 당 함량 변화는 품종, 성숙도 및 

저장방법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증가, 감소,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도 복숭아의 당 함량변화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아울러 감마선 조사가 복숭아의 총 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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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총 당 함량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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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감마선 조사 복숭아의 저장 중 관능평가 결과

Storage

(weeks)
Sensory parameters

Treatment1)

A B C D

0

Texture 6.00±1.51 6.62±1.30 5.87±0.91 6.00±1.06

Sweetness 5.75±1.18 6.75±1.66 6.00±1.06 5.50±0.92

Sweet odor 5.50±1.77 6.12±0.99 5.12±1.35 5.25±1.48

Overall acceptances 6.12±1.62 6.75±1.66 5.62±0.74 5.87±1.12

1

Texture 2.75±0.70 6.50±1.41 6.25±1.03 6.75±1.66

Sweetness 2.75±1.28 5.75±1.37 5.75±1.66 6.37±0.91

Sweet odor 4.75±1.83 5.12±0.35 6.00±1.51 6.75±1.66

Overall acceptances 3.25±0.70 5.75±1.03 5.75±0.70 6.25±1.28

2

Texture 4.25±1.98 6.37±0.91 6.25±2.20

Sweetness 4.25±1.83 5.37±1.59 6.00±1.41

Sweet odor 3.50±1.41 5.87±1.72 6.12±0.83

Overall acceptances 4.00±1.51 5.50±1.77 6.37±0.74

3

Texture 5.25±1.66 5.75±1.12

Sweetness 5.50±1.07 5.25±1.49

Sweet odor 4.25±1.28 5.50±1.07

Overall acceptances 5.50±1.56 5.75±1.12

4

Texture 4.00±1.51 5.87±0.99

Sweetness 4.25±1.98 4.50±0.92

Sweet odor 4.75±1.03 5.25±1.03

Overall acceptances 4.00±1.51 5.00±0.00

5

Texture 3.50±2.32 5.00±1.06

Sweetness 3.25±1.16 5.50±1.41

Sweet odor 3.00±1.51 4.00±1.50

Overall acceptances 3.75±1.58 4.75±0.88

6

Texture 3.50±2.00 4.00±1.56

Sweetness 2.75±2.18 4.25±1.72

Sweet odor 3.25±1.90 4.75±1.12

Overall acceptances 2.25±1.48 4.25±1.59

1)A: 0 kGy-25℃, B: 1 kGy-25℃, C: 0 kGy-4℃, D: 1 kGy-4℃.

2))Mean values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core are evaluated from extremely dislike(1 point) to extremely 

like(9 point).

    (4) 관능평가

   1 kGy의 감마선 조사 후 저장온도에 따른 복숭아의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1). 감마선 조사 직후의 관능평가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기호도의 변화나 관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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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온도조건과 저장기간에 따른 복숭아의 관능평가 결과, 2

5℃ 저장시료의 경우 비조사 대조시료는 보존 1주 이후, 감마선 조사 시료는 2주 이후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수준으로 관능선호도가 감소하였다. 4℃ 저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는 보존 3주째까지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존 4주 이후부터는 감마선 조사 시료의 관능적 선호도가 유의적

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생물학적 품질변화 결과(Fig. 1)와 유사한 경

향으로, 감마선 조사 후 4℃ 저장조건시 복숭아의 보존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라. 포도

    (1) 부패 및 미생물 생장

   포도의 품질평가 척도의 하나인 부패율 측정 결과 Fig. 39-A와 같이 25℃ 저장조

건에서 대조구는 저장 초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4주째에는 100%를 나타내었으며, 이

러한 증가는 수분손실에 의한 과방의 위조현상과 더불어 상품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반면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50%의 부패율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

실의 부패를 50% 정도 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의 냉장 저장 조건

에서 비조사구는 저장 초기 서서히 증가하여 2주째부터 11%의 부패율을 유지하였으

며, 감마선 조사구는 부패율을 나타내지 않아 초기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및 효모는 당 함량이 높은 포도의 저장시 부패를 유발하여 

상품성을 저하시킨다. 포도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학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Fig. 

39에 나타내었다. 호기성 세균의 경우 25℃ 저장조건에서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1주

째에 급격히 증가하여 4주째에는 7 log CFU/g을 나타내어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으

나,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5 log CFU/g를 나타내었다. 반면 4℃의 냉장 저장조건에서

는 비조사구와 조

사구에서 각각 5 log CFU/g, 2 log CFU/g를 나타내어 25℃ 저장조건에서 보다 미생

물의 생육이 억제 되었다. 효모 및 곰팡이의 변화는 25℃ 저장조건시 저장 2주째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에서 8~5 log CFU/g를 나타낸 반면, 4℃

의 냉장 저장에서는 5~2 log CFU/g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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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부패율(A) 및 총 호기성세균(B), 효모 (C), 곰팡

이(D)의 생장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특히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저장 기간에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았

고, 초기에 비해 1 log CFU/g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6-C,D). 

이에 호기성 세균, 효모 및 곰팡이 대해 감마선 조사에 의해 2~3 log CFU/g 수준의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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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량, 외관 및 경도

   중량 변화는 포도의 저장시 호흡 및 수분 손실에 의한 중량 감소율이 7% 이상일 

경우 상품가치를 잃게 되어 품질평가의 중요한 척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40과 같

이 25℃ 저장조건에서 비조사구에서는 저장 기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중량 감소가 증

가되어 4주째 11%의 감소율을 보였고,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저장 3주째에 급격히 증

가되어 9%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4℃의 냉장 저장 시에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5주째에 8%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상품가치를 잃었으며, 6주째에는 11%의 중량 감소

율을 나타내어 25℃ 저장 시험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 5

주째에도 6%의 중량 감소율을 나타내어 상품성을 유지하였으며, 6주째에 9%의 중량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나, 실온 저장 시험구에 비해 2주 이상 상품가치를 유지 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의 저장 기간중 경도 변화는 물리적 품질변화를 나타내며 생체중의 변화와 밀

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에 25℃ 저장조건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가 대조구에 비해 

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량변화에 있어 감마선 조사구의 중량변화가 비조사구

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결과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4℃의 냉장 저장조

건에서는 저장 기간 동안 두 처리군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6주째에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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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중량감소율(A) 및 위축률(B)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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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기계적 경도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3) pH 및 총 당 함량

   일반적으로 포도의 유기산 중 tartaric acid 함량은 저장 기간 중 감소하며, 과육의 

pH는 저장 중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25℃ 저장조건시 모든 처리구

에서 저장 초기부터 pH가 증가하여 4주째에 3.9, 4.0 을 나타내었으며 처리군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4℃의 냉장 저장시료에서는 저장 기간에 따라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각각 3.7, 3.8을 나타내어 초기의 수준을 유지하였

으며, 25℃ 저장 시료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42). 이는 품질평가 척도로써 경도와 

같이 저장 초기의 pH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4℃

의 냉장저장시 효과적이었으며 이때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저장 중 과실의 적정산도의 감소는 수확 후 대사의 과도한 억제에 따른 비정상

적인 대사의 작용과 연관성이 있다. 저장 기간 중 적정산도의 변화는 25℃ 저장조건의 

시료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4℃의 냉장 저장시료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포장재에 의한 영향을 측정한 Chang(26)의 보고에서 

Ny/PE/L-LDPE 필름 포장처리시 감소하는 경향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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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pH(A) 및 적정산도(B)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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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기간 중 각 시료의 총 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4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포도의 당 함량은 관능뿐만 아니라 저장수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인

자이다. 일반적으로 포도의 당 함량은 성숙과정이나 저장기간 동안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기도 한다. Forney와 Austin은 당 함량

이 높을수록 저장기간이 길어지며, 당 함량과 보존 기간은 저장 온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포도의 

저장온도에 따라 총 당 함량이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포도

의 총 당 함량 변화는 저장 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5℃의 조건에서는 3주

까지 증가하였다가 4주째에 감소하였으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4℃의 냉장 저장 시에는 저장 2주째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

소하여 6주째에는 초기 보다 높은 당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1 kGy 감마선 조사 시

험구의 총 당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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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총 당 함량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이러한 현상은 포도의 chlorine dioxide gas 훈증처리에 의한 저장방법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저온저장 기간 동안 시험구의 당 함량 변화

의 차이는 증산에 의한 수분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감마선 

조사 시료와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 사이에도 총 당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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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4℃의 냉장 저장 시료군은 25℃ 저장 시료

군 보다 당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사과의 총 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과실의 안토시아닌은 oxonium 화합물로 식품의 가공공정이나 저장 과정에서 변색, 

퇴색, 색소 파괴 현상을 나타내어 식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안토시아닌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pH, 온도, 당, 유기산, 광, 금속이온, ascorbic acid, 효소 등이 있다. 

포도의 감마선 조사에 때른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결과 25℃ 저장조건에서 저장 3주

째 까지 증가하였으나 4주째에 급격히 감소하여 비조사구는 208 mg%, 감마선 조사구

는 269 mg% 를 나타내었다(그림 44). 4℃의 냉장 저장조건에서는 저장 4주째 까지 

높은 함량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비조사구는 300 mg%, 감마선 조사구

는 340 mg%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저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구에서 안토시아닌 함량

이 높게 나타났으며, 25℃ 저장조건에서보다 4℃의 냉장 저장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토시아닌은 polyphemol oxidase (PPO)에 의해 산화되어 갈색의 색소 중합체

를 형성하며,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pH이다. 저습의 조건에서 pH를 증가시켜 PPO 

활성을 촉진하여 안토시아닌 색소를 파괴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에서 상대적

으로 습도가 낮은 조건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안토시아닌 함량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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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안토시아닌 함량 변화. 시료 : □: 0 kGy-25℃, 

○: 0 kGy-4℃, ■: 1 kGy-25℃, ●: 1 kGy-4℃ 

    (5) 관능평가

   저장 조건에 따른 감마선 조사에 의한 포도의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표 28에 나타

내었다. 대부분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었으며, 4℃ 저장 시료군에서

는 품질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5℃ 저장의 경우 저장 3주째에 전반적인 기

호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4℃ 저장시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1 kGy) 시료군에서 

감마선 조사에 따른 이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능적 품질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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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감마선 조사 포도의 저장 중 관능평가 결과

Storage (weeks) Sensory parameters
Treatment1)

SEM2)

A B C D

0

Texture 6.12±0.641
a

6.00±1.195
a

6.25±1.389
a

6.25±1.832
a

0.667

Sweetness 5.50±1.690
a

5.50±1.690
a

4.62±0.744
a

5.12±1.885
a

0.783

Odor 5.87±0.991
a

5.75±1.581
a

5.12±1.126
a

5.50±1.309
a

0.635

Overall acceptances 5.62±1.408a 6.50±1.069a 5.25±1.581a 6.00±2.070a 0.783

Off-flavor 1.50±0.756a 2.12±0.991a 2.00±1.309a 2.12±1.458a 0.580

1

Texture 6.50±1.414a 6.25±1.753ab 5.50±1.414ab 4.38±1.446b 0.903

Sweetness 6.38±0.916a 6.13±1.808a 6.25±1.753a 6.00±1.773a 0.803

Odor 5.13±0.354
a

4.63±1.061
a

5.00±1.512
a

5.00±0.926
a

0.523

Overall acceptances 5.75±1.035a 5.63±1.032a 6.00±1.069a 5.50±1.512a 0.622

Off-flavor 1.13±0.354a 2.13±0.991a 2.00±0.309a 2.13±0.458a 0.556

2

Texture 6.13±1.246ab 4.50±1.309c 7.13±1.126a 5.63±1.506bc 0.652

Sweetness 6.00±1.773b 5.50±1.604ab 4.00±0.926b 6.50±1.169a 0.767

Odor 5.50±1.414
ab

4.63±1.506
b

4.63±1.061
b

6.13±1.246
a

0.658

Overall acceptances 5.88±0.991
a

4.50±1.309
a

4.75±0.886
a

5.75±2.188
a

0.718

Off-flavor 1.25±0.707
b

2.13±0.991
a

1.25±0.707
b

1.00±0.000
b

0.351

3

Texture 3.25±0.252a 4.50±1.070a 4.00±1.069a 5.25±1.982a 0.949

Sweetness 4.25±1.035ab 2.75±0.712b 4.25±1.035ab 6.00±1.619a 1.011

Odor 4.25±0.045a 2.25±0.832b 3.75±1.035ab 5.00±1.852a 0.747

Overall acceptances 3.25±0.707b 2.25±0.832b 4.00±1.852ab 5.50±1.070a 0.850

Off-flavor 2.50±0.777
a

1.00±0.00
a

1.63±0.916
a

1.50±0.926
a

0.766

4

Texture 5.50±1.414a 5.00±0.152a 0.500

Sweetness 5.75±1.488a 5.50±1.690a 0.796

Odor 4.75±0.707a 5.25±1.282a 0.517

Overall acceptances 5.25±1.282a 5.38±1.026a 0.580

Off-flavor 1.75±0.886
a

2.25±0.389
a

0.582

5

Texture 5.25±1.982
a

5.00±1.069
a

0.796

Sweetness 4.25±1.832
a

5.50±1.414
a

0.818

Odor 3.50±1.414a 3.00±1.512a 0.731

Overall acceptances 4.00±1.512a 5.00±1.069a 0.654

Off-flavor 1.00±0.000b 2.00±1.069a 0.377

6

Texture 5.25±1.982 5.00±1.069 0.796

Sweetness 4.25±1.832 5.50±1.414 0.818

Odor 3.50±1.414 3.00±1.512 0.731

Overall acceptances 4.00±1.512 5.00±1.069 0.654

Off-flavor 1.00±0.000 2.00±1.069 0.377

1)A: 0 kGy-25℃, B: 1 kGy-25℃, C: 0 kGy-4℃, D: 1 k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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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표면분석(RSM)에 의한 사과주스의 감마선조사 최적공정 분석

   가. 시판 과일 주스제품의 미생물 분포 및 patulin 함량 검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일 주스 제품 12종(표 29)을 선별하여 Ethyl acetate를 이용

하여 추출한 후 1.5% 탄산나트륨용액과 무수황산나트륨을 첨가한 후  40℃에서 질소 

농축한 후 초산용액으로 pH 4.0으로 조정한 용액으로 용해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표 29. 사과주스 시료

Sample No. Composition

A 사과 과즙 농축액 (과즙 100%, 국산)

B 사과 클라우디 농축액 (사과 과즙 15%, 국산)

C

사과 클리어 농축액 (사과 과즙 8%, 국)

사과 퓨  (4%, 국산)

당근 농축액 (6 brix, 39%, 제주도)

오 지 농축액 (25%, 라질)

백포도 농축액 (백포도 과즙 8%, 아르헨티나)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즙 4 brix, 8%)

채소 혼합즙 (3%)

D
사과 농축액 (사과 과즙 15%, 국)

사과 퓨  (8%, 국)

E
사과 농축과즙 (사과 과즙 35%, 10 brix, 국)

사과 퓨  (7%, 국)

F
사과 농축 과즙 (2.0%, 국)

사과 과즙 (10%, 국)

G 사과 농축과즙 1.43% (사과 과즙 10%, 국)

H 사과 농축과즙 1.52% (사과 과즙 10%, 국)

I 사과 농축과즙 (사과 과즙 15%, 국)

J 사과 농축과즙 (사과 과즙 15%, 수입)

K 사과 농축과즙 (사과과즙 18%, 수입)

L 사과 농축과즙 1.43% (사과 과즙 10%, 국)

 유통 중인 사과 주스 중의 patulin 함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patulin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3개의 제품에서 45~69 ug/L를 나타내어 품질 검역기준인 50 ppb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제품에서 호기성 세균, fungi 및 대장균군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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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표 30. 시판 사과주스의 patulin 검출 농도

Sample Patulin concentration (ug/L)

J 69

K 45

L 50

               

그림 45. 시판 사과주스에서 검출된 patulin의 HPLC chromatogram (시료번호 L) 

   나. 사과주스 제품의 patulun 저감화

   본 실험에서는 사과 주스의 저장․조사시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patulin의 저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program을 활용하였다. 실험계획은 중심합성계획법에 의하여 실

험을 설계하였으며, 반응표면 회귀분석울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계획으로 설계된 사과 주스 시료의 요인변수는 저장․
조사시 온도(X1), 조사 선량(X2) 및 저장 기간(X3)으로 각 요인 변수는 -2, -1, 0, 1, 

2 다섯 단계로 부호화하여 실험값을 표 31에 나타내었다. 실험계획에 의한 실험수는 

표 32와 같이 16구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변수에 영향을 

받는 반응변수(Yn)들은 patulin 잔류량(Y1), total phenol compound 함량(Y2), total 

flavonoid 함량(Y3), total vitamin C 함량(Y4), 관능평가(색, 단맛, 신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 이취; Y5), 표면 색(L,a,b;Y6)으로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저장․조사시 온

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patulin의 저감화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된 모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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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Mathematica program을 이용하여 4차원 반응표면분석으로 해석하였다.

   각각의 조건에 따른 patulin 함량, total phenol compound, total flavonoid, total 

vitamin C, 관능평가(색, 단맛, 신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 이취), 표면 색(L, a, b)에 

대한 결과를 표 33~35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회귀식 및 각각의 종속 변수에 대한 품질

특성을 표 36, 37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처리 조건에서 patulin 제거능을 살펴 본 결

과를 표 33과 그림 46에 나타내었으며 patulin 소거능은 0~94.057%로 큰 차이가 나

타났으며, 이때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대한 회귀식에서 R2가 0.9163을 나타

내어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표 36) 예측된 정상점은 596.34 

ppb로 나타났고, 처리조건은 온도 0.48℃, 조사선량 0 kGy, 저장 기간 9.4일로 나타

났다. 반면 최저점은 온도 18.19, 조사선량 1.24 kGy, 저장 기간 13.42일에 29.21 

ppb를 나타내었다(표 37). 또한 patulin 제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조사 

선량의 영향이 가장 크고, 온도와 저장기간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patulin 함량의 변화는 그림 46과 같이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patulin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1.0~1.5 kGy의 선량에서 최소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온도와 저장 기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Total 

phenoloc compound 함량분석 결과 R2가 0.9030로 유의성이 5% 이내의 수준에서 인

정되었다(표 36). 예측된 최고점은 11.98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조건은 온도 14.40℃, 

조사 선량 0.78 kGy, 저장 기간 3.4일로 나타났다. 또한 phenolic compound 함량은 

조사 선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atulin 함량과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38). 사과 주스에 함유된 total vitamin C 함량은 회귀식의 

R2은 0.9129로 유의성이 5%이내의 수준에서 인정되었다. 예측되는 최고점은 8.11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조건으로는 온도 -7.01℃, 조사 선량 1.44 kGy, 저장 기간 18.87 

이었으며, 온도 -7.47℃, 조사 선량 0.03 kGy에서 저장기간 8.12 인 경우 3.86으로 

최저 함량을 나타내었다. 처리조건에 따른 vitamin C 함량에 대한 조건별 영향을 살펴

보면 저장 기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도와 조사 선량에 

의한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주스 중에 함유

된 vitamin C 함량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에 

따른 사과 주스의 관능학적 평가 결과 색, 신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 이취 면에서 R2

가 각각 0.8503, 0.8166, 0.8313, 0.8427, 0.8165를 나타내어 모두 10% 이내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온도 -6.02, 조사 선량 0.10 kGy, 

저장 기간 13.3일에 6.75로 최고점이 예측되었고, 최저점은 온도 3.71℃, 조사 선량 

1.82 kGy, 저장 기간 15.39일째에 3.44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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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사 선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 및 저장 기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색도 변화는 명도(lightness, L), 적색도

(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에 대해 유의성은 5~10%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인

정되었다. 명도의 경우 온도와 저장기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고, 적색도는 조사선

량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

다. 황색도의 경우 온도와 조사 선량의 영향이 가장 크고, 저장 기간에 대한 영향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중심합성 실험계획법에 따라 온도, 조사 선량 및 저장 기간을 달리하여 사과 주스 

제품의 patulin 함량을 제거하고 품질학적 수준을 최적화 하기위해 각 반응변수들을 

부석하여 4차원 반응표면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6~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조건에 

따른 반응값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므로, patulin 제거능, total phenol 함

량, total vitamin C 함량,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 반응표면을 모두 겹쳐서 

superimposing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그림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dark zone으로 

표현된 부분이 얻어졌고, 이 부분은 사과주스의 patulin을 제거하고 품질 특성을 최적

화 할 수 있는 범위로서 온도-6 ~ -20℃, 조사 선량 0.8~1.2 kGy, 저장기간 5~10일

의 범위로 각각 나타났다(표 39). 따라서 위와 같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건 

즉, 온도 -10℃, 조사 선량 1.0 kGy, 저장 기간 8일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예측한 결

과 patulin 함량 45.35 ppb, total phenol 함량 11.23 mg/g, total vitamin C 함량 

5.25 mg/100g, 전반적인 기호도 5.5로 예측되었다(표 40).

표 31. 중심합성계획법에 의한 실험구의 처리

Xⅰ Independent variables
Levels

-2 -1 0 1 2

X1  Temp. (℃) -20 -10 0 10 20

X2  Irradiation dose (kGy) 0 0.5 1 1.5 2.0

X3  Storage period 0 5 10 15 20

표 32. 중심합성계획법에 의한 사과주스의 patulin 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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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No.
Temp. 

(℃)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1 (-1) (-1) (-1)

2 (1) (-1) (-1)

3 (-1) (-1) (1)

4 (1) (-1) (1)

5 (-1) (1) (-1)

6 (1) (1) (-1)

7 (-1) (1) (1)

8 (1) (1) (1)

9 (0) (0) (0)

10 (0) (0) (0)

11 (0) (-2) (0)

12 (0) (2) (0)

13 (0) (0) (-2)

14 (0) (0) (2)

15 (-2) (0) (0)

16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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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심합성계획 처리조건에 따른 사과주스의 잔류 patulin, 총 phenol 함량, 비타

민 C 함량 반응표면분석 실험결과 

Exp.

No.
1)

Residual 

patulin

(ppm/removal rate %)

Total phenol 

compound

(mg/g)

Total 

vitamin C

(mg/100g)

1   129.983±6.897(80.689) 10.406±0.005 4.139±0.032

2   135.595±1.203(79.855) 11.689±0.013 4.411±0.027

3    95.223±4.620(85.853) 10.316±0.006 5.315±0.069

4   118.007±4.144(82.468) 10.380±0.003 5.648±0.035

5    86.394±1.986(87.165) 11.703±0.011 4.959±0.012

6   109.191±1.311(83.778) 11.255±0.004 4.997±0.015

7    71.759±2.802(89.339) 11.232±0.004 7.626±0.021

8    56.890±0.873(91.548) 11.076±0.003 6.836±0.075

9    50.062±1.829(92.563) 10.997±0.006 5.344±0.021

10    57.062±1.673(91.402) 11.209±0.003 5.229±0.003

11   673.255±4.012(0.000) 10.406±0.010 4.384±0.006

12   118.733±3.356(82.360) 11.396±0.005 5.567±0.007

13   127.382±4.566(81.521) 11.809±0.003 5.092±0.026

14    78.471±0.012(88.342) 10.163±0.004 7.116±0.019

15    60.613±3.014(90.995) 11.306±0.005 5.540±0.008

16    40.012±1.141(94.057) 11.420±0.003 5.443±0.005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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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심합성계획 처리조건에 따른 사과주스의 관능적 선호도 반응표면분석 실험결

과

Exp.

No.
1)

Sensory evaluation (1～9)

Color Sweetness Acidity Odor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1 5.3±1.5 5.3±1.4 4.0±1.4 5.2±1.5 4.9±1.3 3.2±1.5

2 5.6±1.3 4.8±1.2 4.3±1.1 4.6±1.5 4.9±1.1 3.8±1.2

3 5.8±1.7 6.0±1.3 4.9±1.3 5.4±0.6 6.5±0.7 1.2±0.4

4 6.0±1.3 5.4±1.2 4.9±0.9 4.8±1.2 5.8±0.9 1.4±0.7

5 4.6±1.3 4.8±1.5 3.7±0.4 4.3±1.2 4.2±1.6 3.2±0.9

6 5.2±2.0 3.8±1.1 4.6±0.2 3.3±1.3 3.6±1.1 5.3±0.7

7 5.6±1.3 4.5±1.0 3.8±0.5 4.6±1.3 4.1±1.3 5.0±0.4

8 5.4±1.2 4.3±1.4 4.5±0.7 4.0±1.0 4.4±1.0 4.2±0.3

9 6.5±1.7 6.7±1.6 5.6±1.1 4.6±1.3 6.1±1.9 3.5±0.6

10 6.7±1.4 6.5±0.9 5.4±1.3 4.5±1.5 5.9±1.1 3.4±0.7

11 5.2±1.9 4.7±0.6 4.4±0.8 4.5±1.2 6.5±1.0 2.7±0.5

12 5.8±1.5 4.1±1.3 4.2±1.0 4.0±1.5 4.0±1.8 4.1±0.8

13 5.0±1.1 5.4±1.9 4.5±1.1 3.7±1.1 4.6±1.4 2.9±0.5

14 6.0±1.7 5.7±0.8 4.8±1.0 4.1±1.3 4.4±1.7 1.3±0.8

15 4.8±0.2 6.5±1.1 4.1±0.9 5.2±1.2 5.9±1.5 1.2±0.4

16 4.2±0.2 4.0±0.9 3.6±0.5 3.0±0.7 4.2±1.3 2.4±0.8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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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심합성계획 처리조건에 따른 사과주스의 색도 (Hunter′s color value) 반응표

면분석 실험결과 

Exp.

No.1)

Hunter′s color2)

L a b

1 79.451±0.024 -0.803±0.023 22.000±0.023

2 77.627±0.015 -0.188±0.013 21.718±0.037

3 82.447±0.100 -0.794±0.012 21.259±0.044

4 82.672±0.010 -0.672±0.015 20.990±0.032

5 76.778±0.018 0.003±0.008 21.981±0.028

6 77.534±0.027 -0.109±0.017 21.272±0.043

7 79.898±0.004 0.151±0.011 21.493±0.019

8 80.690±0.032 0.020±0.005 21.010±0.031

9 79.568±0.039 -0.818±0.012 20.275±0.009

10 81.550±0.053 -0.819±0.015 19.218±0.026

11 78.342±0.034 -0.291±0.020 23.211±0.122

12 76.513±0.088 0.028±0.007 21.572±0.021

13 75.964±0.077 0.211±0.005 22.456±0.033

14 82.692±0.010 -0.698±0.011 19.708±0.014

15 75.924±0.076 -0.017±0.019 23.987±0.061

16 76.082±0.013 -0.015±0.002 23.656±0.057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2)L: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 ↔ 0 black)

 a : Degree of redness (red +100 ↔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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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과주스의 patulin 제거시 각 측정변수의 반응표면분석 회귀식

Response variables Second order polynomials1) R2 Significance

Residual patulin

Y=728.088621+1.986810X1-827.846840X2

  -22.801698X3-0.018315X1
2-1.023421X1X2

  +347.422072X2
2
-0.102468X1X3

  -1.458808X2X3+0.949145X3
2

0.9163 0.0126

Total phenol 

compound

Y=11330+78.021964X1+406.382363X2

  -98.763421X3+0.875150X1
2
-48.789203X1X2

  -111.797050X2
2-2.316405X1X3

  +37.397275X2X3-0.268461X3
2

0.9030 0.0188

Total vitamin C

Y=4.362450+0.034722X1+0.651250X2

  -0.114375X3+0.000390X1
2-0.027250X1X2

  -0.311000X2
2-0.001250X1X3

  +0.0931300X2X3+0.008175X3
2

0.9129 0.0334

Sensory 

evaluation

Color

Y=4.081250+0.023125X1+1.962500X2

  +0.256250X3-0.005250X1
2-0.002500X1X2

  -1.100000X2
2
-0.002250X1X3

  +0.015000X2X3-0.01100X3
2

0.8503 0.0596

Sweetness

Y=2.906250-0.060625X1+4.287500X2

  +0.291250X3-0.003375X1
2
-0.002500X1X2

  -2.200000X2
2+0.001750X1X3

  -0.055000X2X3-0.010500X3
2

0.8060 0.1139

Acidity

Y=2.556250-0.014375X1+2.912500X2

  +0.271250X3-0.004125X1
2+0.032500X1X2

  -1.200000X2
2-0.001250X1X3

  -0.075000X2X3-0.008500X3
2

0.8166 0.0993

Odor

Y=4.387500-0.045000X1-0.300000X2

  +0.127500X3-0.001125X1
2-0.010000X1X2

  -0.300000X2
2
+0.00100X1X3

  +0.030000X2X3-0.006500X3
2

0.8313 0.0807

Overall 

acceptance

Y=3.650000-0.042500X1+1.050000X2

  +0.425000X3-0.002375X1
2
+0.010000X1X2

  -0.750000X2
2+0.000500X1X3

  -0.090000X2X3-0.015000X3
2

0.8427 0.0676

Off-flavor

Y=4.462500+0.098125X1-1.087500X2

  -0.071250X3-0.004125X1
2+0.012500X1X2

  -0.050000X2
2-0.008250X1X3

  +0.255000X2X3-0.013500X3
2

0.8165 0.099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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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lor

L

Y=73.865625-0.129144X1+5.776125X2

  +0.681613X3+0.11390X1
2+0.078675X1X2

  -3.131500X2
2
+0.00512X1X3

  -0.088250X2X3-0.012310X3
2

0.8165 0.0995

a

Y=0.676313+0.040788X1-1.355000X2

  -0.077800X3+0.002044X1
2-0.024500X1X2

  +0.687000X2
2-0.001280X1X3

  +0.037600X2X3+0.005750X3
2

0.8171 0.0986

b

Y=23.339500-0.004981X1-6.085625X2

  -0.399488X3+0.010187X1
2-0.016025X1X2

  +2.645000X2
2+0.000598X1X3

  +0.035950X2X3-0.013355X3
2

0.9121 0.0144

1)X1: Temperature(℃), X2: Irradiation dose(kGy), X3: Storage period (day).

그림 46.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잔류 patulin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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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총 페놀 함량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그림 48.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비타민 C 함량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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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색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그림 50.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당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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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산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그림 52.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향기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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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선호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그림 54.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관능적 이취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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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색도(명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그림 56.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색도(적색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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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사과주스의 감마선 조사 시 색도(황색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표 37. 최적반응 분석 항목의 예측 최대점 및 최저점

Respons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stimated 

response
Morphology

X1
1)

X2
2)

X3
3)

Residual patulin

  0.48   0.00   9.40    596.34(Max.)

Saddle point

 18.19   1.24  13.42     29.21(Min.)

Total phenol 

compound

 14.40   0.78   3.40     11.98(Max.)

Saddle point

 -5.58   0.22  15.56      9.78(Min.)

Total vitamin C

 -7.01   1.44  18.87      8.11(Max.)

Saddle point

 -7.47   0.03   8.12      3.86(Min.)

Overall 

accepatability

 -6.02   0.10  13.30      6.75(Max.)

Maximum

  3.71   1.82  15.39      3.44(Min.)

1)Temperature (℃), 2)Irradiation dose (kGy), 3)Storage peri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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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저감화시 사과주스 품질특성의 회귀분석 결과 

F-Ratio

Condition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Storage period

Residual patulin      0.03     12.95***      1.27

Total phenol compound      2.68      6.31**      6.87

Total vitamin C      0.24      4.11      8.78**

Sensory 

evaluation

Color      6.85
**

     1.90      3.60
*

Sweetness      3.09      3.99
*

     0.94

Acidity      5.03
**

     3.60
*

     2.19

Odor      4.66
**

     2.14      1.06

Overall acceptance      1.46      5.67
***

     2.16

Off-flavor      1.73      3.44
*

     3.03

Surface 

color

L      3.32
*

     2.79      7.45
**

a      2.96      4.54
**

     2.43

b     11.38
***

     5.26
**

     3.73*

*Significant at 10% level; **Significant at 5% level; ***Significant at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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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잔류 patulin, 총 phenol 함량, 비타만 C 함량, 관능 선호도 결과의 

Superimposed response surface plot

표 39. Superimposed response surface plot에 의한 사과주스 patulin 저감화의 최적 

조건 예측

Condition Range of predicted condition

Temperature (℃) -6～-20

Irradiation dose (kGy) 0.8～1.5

Storage period (day)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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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Superimposed response surface plot에 의한 사과주스 patulin 저감화 최적 

조건에서의 품질특성 예측

Response variables Predicted values
1)

Residual patulin content (ppb)               45.35

Total phenol compound (mg/g)               11.23

Total vitamin C (mg/100g)                5.25

Overall acceptability                5.50

1)Given condi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temperature -10℃, irradiation dose 

1.0 kGy, storage period 8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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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마선 조사 과실류의 검지기술 분석

감마선 조사 과실류의 검지시험은 당초 본 연구과제의 RFP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 

기술의 실용화와 관련하여 식물검역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자료수집․분석을 적

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및 그림 설명문에 그 출처를 명기하였다.

 

   가. DNA comet assay

   시료 1~3g을 마쇄하여 cold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5mL을 가

하고 50 rpm의 속도로 5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mess 200㎛, 125㎛ sieve cloth를 차

례로 통과시켜 잔사를 제거하였다. 여과된 세포 현탁액은 4℃ 냉장고에 20분간 방치하

여 상등액을 취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Pre-coating slide는 methanol에 하룻밤 침지 

후 건고시킨 다음 45℃의 0.5% NMA(normal melting point agarose) 50 uL를 균일

하게 도포하여 실온에서 건조하였다. 세포 현탁액 50 uL와 0.8% LMA(low melting 

point agarose) 100 uL를 pre-coating slide에 cover glass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

포하고 ice-bath 위에서 10분간 방치하여 gel을 형성하였다. Casted slides는 lysis 

buffer(2.5% SDS IN 45 mM tris-borate, 1 mM EDTA, pH 8.4)에 20분간 침지 후 

세척하였다. Lysis된 slide를 SDS가 배제된 TBE buffer(Tris borate electrophoresis 

buffer, pH 8.4)에 5분 동안 침지하고, 전기영동 수조위에 agarose end가 anode 방향

으로 향하도록 놓은 후 TBE buffer에서 2V/cm로 2분간 전기영동한 후, 세척, 건조하

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slide는 595 nm emission filter가 장착된 Laser Scanning 

Confocal Imaging System (MRC 1000, Biorad, USA)로 tail length를 측정하였다. 

Silver로 염색된 slide의 comet 분석은 표준 투과 현미경(Eclipse E400, Nikon Co., 

Japan)을 이용하여 ×100 배율로 관찰 후 tail length를 측정하였다. DNA tail 

migration은 comet 중앙에서 tail 끝까지의 길이를 tail length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모든 시료에 대해 2개의 slide를 준비하여 각 slide 당 50개씩 총 100개의 세포를 측

정하였다.

   사과씨의 경우 그림 5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조사 시료의 tail length가 비교적 긴 

편이나, 1.0 kGy 조사 시료에 비해 짧게 나타났으며 염색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나타

나 비조사 시료로 판정된다. 100개의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tail length를 측정하

여 평균값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조사 시료군에서 비조사 시료군에 비해 tail length

가 유의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숭아씨에서도 tail length가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에서 각각 118.72 ㎛, 152.51 ㎛ 을 나타내어 조사 시료의 판별이 가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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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41). 또한 그림 60에서와 같이 1~4 kGy 조사 선량에서는 비조사 시료군에서는 

short tail 형태의 cell이 많은 반면, 선량이 증가 할수록 tail length가 길어지는 현상

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씨는 동물성 세포에 비해 외부적 충격(온도, 화학

적, 물리적 충격)에 비교적 쉽게 영향을 받고 세포가 손상되어 1.0 kGy의 저 선량조사

로 방사선 조사 유무 판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1.0 kGy 이하의 선

량에서 과일 시료마다 comet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세포 손상도 동물세포에 비해

서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과일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DNA 손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 

선량과 세포 추출, 단백 용해 조건, 전기영동 조건 등 comet 분석의 다양한 방법을 적

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ail length의 통계적 분석에 따라 방사선 

조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어서 comet assay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과일의 방사선 조

사 유무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The comet tail length1) of apple seed  and peach seed by irradiation 

dose and lysis time (오 등, 2000)

(unit; ㎛)

Irradiation dose (kGy) Apple seed Peach seed

0        118.72±3.01a2)        39.56±1.55a

1.0        152.51±1.29
b

       56.52±0.57
b

1)Mean and standard error of tail length from 100 comets.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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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0 kGy

1.0 kGy

그림 59. DNA comets from apple seed(A) and peach seed(B). Silver staining 

(Microscope objective ×10). (오 등, 2000)

그림 60. Frequency of comet types of irradiated apple.

(Marin-Huachaca et al., 2002) 

   오렌지는 씨, 과육 부분을 취하여 comet 분석한 결과 비조사 시료에서 intact cell

이 관찰되었으나 비율이 낮았다(그림 61, 그림 62).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 모두에

서 comet 모양이 관찰되었으며 조사 선량에 따른 tail length 차이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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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t assay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키위는 씨의 경우 핵이 비조사 시료군에서는 원형 또는 짧은 tail의 intact cell을 

나타내었으나, 조사 시료군에서는 DNA 절단으로 인해 tailing 현상으로 comet 모양이 

관찰되었다(그림 63).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ail length가 증가하여 조사 선량이 

tail length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과육부분은 조사 유무에 관계없이 comet이 

발견되어 (그림 64), 키위의 comet assay 적용은 씨 부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

그림 61. DNA migration profile of orange see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A B

그림 62. DNA migration profile of orange flesh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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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3. DNA migration profile of kiwifruit see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A B

그림 64. DNA migration profile of kiwifruit flesh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포도에서는 씨와 과육부분 모두에서 비조사 시료군에서는 intact cell이 관찰되었

고, 조사 시료에서는 tail 부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65, 그림 66). 또한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ail 부분이 진하게 관찰되었고, tail length가 증가하였다. 이때 

포도씨와 과육의 R2은 각각 0.8162, 0.950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포도의 씨, 

과육은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omet assay 적용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현미경 관찰 후 100개의 세포를 선택하여 tail length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표 42

에 나타내었다. 비 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tail length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각 

선량에서 단백 용해 시간 10분, 60분을 비교해 보면, 0.5 kGy와 1.0 kGy에서 단백 

용해 60분의 시료에서 tail length가 단백 용해 10분 처리한 시료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비조사 시료의 경우 단백 용해 10분 처리한 시료의 경우 tail length가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백 용해 조건 이외에 외부적 충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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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The comet tail length of grape seed by irradiation dose and lysis time 

(오 등, 2000)

(unit; ㎛)

Irradiation dose (kGy) Lysis 10 min Lysis 60 min

0        58.00±5.15        42.40±5.57

0.5       157.05±1.75       198.31±2.81

1.0       185.68±1.56       197.00±1.49

 

A B

그림 65. DNA migration profile of grape see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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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6. DNA migration profile of grape flesh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0 kGy, B; 2 kGy)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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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감마선 조사 시료의 TL 분석은 CEN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TL 측정을 위

해 필요한 미네랄 분리는 시료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ultrasonic agitator 

(Branson 3210, Branson Ultrasonic Co., Danbury, CT, USA)에서 5분간 처리 한 

다음 시료를 water rinsing하여 125 ㎛ seive를 통과시켜 일정 시간 정치시킨 후 침

전물을 취하였다. 침전물은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 (2.0/mL) 5 mL을 첨가하

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혼입된 미네랄에는 carbonate

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재(再)조사 후 측정 시 1차 TL glow curve에 대하여 영향

을 초래하므로 1N HCl 2 mL을 가해 10분간 암소에서 정치함으로써 carbonate를 제

거하였고, 1N NH4OH 2 mL을 첨가하여 중화하였다. 중화된 미네랄은 증류수로 충분

히 세척한 후 acetone으로 수차례 세척 한 두 건조하였다. 건조된 미네랄은 alminium 

disc (Φ 6mm)에 옮겨 닮고 50℃ incubator에서 24시간 예열 한 다음 TLD system 

(Har shaw TLD-4500, Dreieich, Germany)을 이용하여 high pure N2 gas 

(99.99999%) 기류 하에서 측정하였다. TLD의 분석조건은 초기 온도를 50℃로 하여 

5초 동안 예열 한 다음 최고온도 400℃, 가온율 5℃/sec로 하고 acquisition time 70

초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료의 TL 신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5초 동안의 

annealing time을 설정하였다. 방사선 조사 여부의 확인은 조사된 시료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곡선 영역에 대한 면적의 비 (ratio)로 판단하였다. 즉, 150℃ 전후에서 1차 측

정된 TL glow curve를 TL1으로 나타내었으며, TL1의 normalization을 위하여 측정된 

미네랄에 감마선 재조사 (1 kGy)를 실시하여 2차 TL glow curve (TL2)를 측정하였

다. 그리고 150～250℃ 범위의 TL1/TL2 면적비 (TL ratio)를 구하여 조사 여부 확인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threshold value를 산출하였다.

   과일(오렌지, 키위, 포도, 건포도)의 비조사 시료군에서 분리한 mineral (0.2 mg)의 

TL glow curve는 약 250~350℃ 온도 범위에서 낮은 intensity를 나타내었다(그림 

67). 또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intensity도 증가하였으며, glow curtve와 조사선량과

의 상관관계에서 오렌지 R2=0.9904, 키위 R2=0.9998, 포도 R2=0.9721, 건포도 

R2=0.9840으로 나타나 조사 선량이 glow curve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표 

43과 같이 재조사 1 kGy를 실시하여 TL ratio를 분석한 결과 비조사 시료 오렌지, 키

위, 포도 및 건포도에서 0.051, 0.019, 0.013, 0.002를 나타내어 비조사 시료 TL 

threshold value가 0.5 이하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오렌지의 경우 0.0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glow curve 모양 및 peak의 온도 범위를 고려할 때 비조사 시료군으로 

판정된다(그림 68). 시료를 각각 1, 2 kGy 조사한 경우 모든 과일에서 0.2 이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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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어 TL ratio 기준에 따라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되며, 위의 과일은 TL 분

석에 의해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이 가능하였다.

그림 67.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 from non-irradiated fruits.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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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8. TL glow curves of mineral from irradiated fruits. 

(A; orange, B; kiwifruit, C; grape, D; raisin) (농림부, 2002)

표 43. Thermoluminnescense ratio of mineral separated from fresh fruits (농림

부, 2002)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1 2

Orange 0.051 1.044 1.425

Kiwifruit 0.019 0.635 0.918

Grape 0.013 0.867 1.671

Raisin 0.002 0.516 1.080

 다)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

   방사선 조사 시료의 ESR 측정을 위하여 3~4일 동안 45℃ dry oven에서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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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말화 공정을 거쳐 시료를 30 mesh의 sieve에 통과시킨 다음 ESR 측정에 사

용하였다. 준비된 분말시료 0.5 g을 ESR sample tube에 담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icrowave power 500 μW, 

modulation 100 kHz, amplitude 1.0×100, time constant 0.03 sec, sweep time 30 

sec 등의 조건에서 signal을 확인하였으며, intensity(n=3)을 측정하였다.

   오렌지의 경우 부위별로 ESR을 측정하였으나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이적인 signal 

이 확인되지 않았으며(그림 69), 감마선 조사 유무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조사 선량 증

가에 따른 intensity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렌지에 

free radical을 trap 할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료 내 free radical 

scavenger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69. ESR spectra of orange seed(A) and signal intensity depending on each 

part(B) (농림부, 2002)

   키위는 측정 부의별고 다른 intensity를 나타내었으며(그림 70), 씨와 껍질 부위에

서는 조사에 따른 특이 signal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핵과 과육 부분에서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cellulose radical에 의해 생성되는 한 쌍의 peak가 약 6 mT 간격을 

두고 생성되었다(그림 7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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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ESR spectra of kiwifruit(A) and signal intensity depending on each 

part(B). (농림부, 2002)

그림 71. ESR spectra of irradiated kiwifruit at different doses. (A; kiwifruit 

core, B; kiwifruit flesh) (농림부, 2002)

과핵 peak의 g-value는 2.0073이었고, peak의 왼쪽 (at lower field)과 오른쪽 (at 

higher field)의 g-value는 각각 2.042, 1.987으로 나타났다. 과육의 경우 g-value는 

2.0073에 대해 각각 2.0249, 1.9874fmf 나타내었다. ESR 측정을 통해 키위의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은 과핵과 과육 부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의 경우 부위별로 건조하였으나 측정이 불가능 하였고, 씨 부분만 측정가능하

였다. 포도씨의 비조사 시료에서 g-value 가 2.0071을 나타내었으며, 조사에 따른 특

이 signal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른 signal intensity가 유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포도의 ESR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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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의 경우에도 비조사 시료에서 g-value 가 2.0085인 single signal 을 나타내었으

나, 조사에 따른 특이 signal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른 

signal intensity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ESR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73)

                       A                                 B

그림 72. ESR spectra of grape seed(A) and signal intensity depending on each 

part(B). (농림부, 200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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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ESR spectra (left) and signal intensity (right) of raisin. (농림부, 2002)

라) 발아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

   과일의 과육을 제거하고 TL를 추출한 다음 증류수로 세척하고 탈지면이 깔려있는 

petri-dish를 준비하여 각각 10알씩 탈지면 위에 올려놓고, 증류수 25 mL을 첨가하여 

30℃에서 발아시켰다. 5일 동안 매일 petri-dish, 탈지면 그리고 증류수를 고체하여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각 선량별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사과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길이 성장이 억제되었음을 표 44에 나타내었다. 

발아일에 따른 조사 선량간의 길이 성장을 살펴보면, 발아 3일째 비조사 시료는 0.2 

cm 이상의 성장을 보인 반면, 0.3 kGy 이상의 조사 시료에서는 0.15 cm 이하의 성장

을 보여 발아 3일째부터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간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발아 5일째

에는 비조사 시료에서 0.3 cm 정도를 나타내어 0.3 kGy 이상의 조사 시료군와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발아 7일째까지 조사 시료군과 비조사 시료군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른 검지 방법과 함께 다중검지 방법을 사용 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4. Shoot length1) of gamma irradiated apple (강 등, 2003)

(unit; cm)

Irradiation 

dose 

(kGy)

Day 

1 3 5 7

0 0.120±0.015 0.200±0.039 0.339±0.084 0.492±0.120

0.1 0.129±0.013 0.196±0.058 0.248±0.082 0.288±0.120

0.3 0.097±0.012 0.15±0.025 0.169±0.027 0.169±0.024

0.5 0.08±0.012 0.114±0.018 0.205±0.026 0.181±0.029

0.7 0.110±0.013 0.192±0.021 0.205±0.026 0.190±0.027

1.0 0.137±0.011 0.195±0.021 0.223±0.042 0.250±0.015

1)Mean value and standard erroe of shoo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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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mycotoxin인 patulin 및 patulin 생산균주의 오염도를 

평가하고, 분리된 균주의 생육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 

성장 억제능을 사과와 주스제품에 적용하여 확인하였고, 감마선 조사된 patulin의 구조 

분석 및 안전성을 규명하고, patulin 제거를 위한 최적조건을 예측∙실증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국내산 사과로부터 분리, 동정한 P. crustosum과 patulin 생성균주인 P. 

griseofulvum ATCC 46037에 대하여 malt extract broth (MEB), sucrose yeast 

broth (SY) 및 5% glucose, yeast extract, peptone (5-GYEP) broth를 이용하여 

생육정도와 독소 생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균체 생육도와 독소 생성능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배양액의 pH에 따른 균체생장과 patulin 생성능을 조사하였다. 

P. griseofulvum ATCC 4603의 균체성장은 SY배지에서 가장 높았으나,  

patulin은 SY, MEB, 5-GYEP 배지 모두에서 2,000-3,000 ppm의 높은 생산능을 

보여주었다. P. crustosum의 균체생장 역시 SY배지에서 가장 높았으나 patulin 

생성능은 5-GYEP broth에서 배양 3주에 2,794 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crustosum과 P. griseofulvum ATCC 46037 모두 균체생장과 patulin 생산능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의 pH에 따른 patulin 생산능은 P. 

griseofulvum ATCC 46037 은 경우 pH 3~11의 넓은 범위에서 patulin 생성능을 

나타내었으나, P. crustosum은 pH 3~5의 산성조건에서 높은 patulin 생성능을 

나타내었다. 탄소원에 따른 patulin 생산능은 P. griseofulvum ATCC 46037 은 

glycerol에서, P. crustosum은 fructose에서 가장 높았다. 

사과의 유통에서  품질특성 및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과에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4℃와 25℃에 저장하면서 사과의 

생리화학적 및 물리적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영양 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나 품질저하는 보존 온도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량변화와 기계적 물성 특성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색도와 관능특성은 상온 보관시 감마선 조사 시험구에서 

다소간의 품질 열화가 관찰되었으나 저온보존에서는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사과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그리고 물리적 요인의 

보존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유통, 보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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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해 patulin의 구조학적 분석 결과 조사후의 생성물은 control과 

비교하여 ketone의 C=O group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patulin에 

특이적으로 결합된 lactone ring 구조가 파괴되었다고 판단된다.구조적으로 resonance 

보다는 single bond로 구성되어 있으며, 1 kGy의 감마선 조사 후 생성된 물질은 

patulin (MW 154) 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분자 혹은 저분화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마선 조사된 patulin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측정은 Ames 

test, SOS chromotest 및 MTT assay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1 kGy 조사선량에 

의해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과주스의 patulin을 제거하고 품질 특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범위로서 

온도 -6∼-20℃ 조사 선량 0.8∼1.2 kGy, 저장기간 5∼10일의 범위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건 즉, 온도 -10℃, 조사 

선량 1.0 kGy, 저장 기간 8일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예측한 결과 patulin 함량 45.35 

ppb, total phenol 함량 11.23 mg/g, total vitamin C 함량 5.25 mg/100g, 전반적인 

기호도 5.5로 예측되었으며, 실증값은 각각 47.95 ppb, 12.91 mg/g, 4.98 mg/100g, 

5.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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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유통, 보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patulin의 구조학적 분석 결과 조사후의 생성물은 

control과 비교하여 ketone의 C=O group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pat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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